
발간등록번호 
53-6270000-000455-01

경관자원 52선
52 Beautiful Landscapes of Daegu



3

52 Beautiful Landscapes of

DAEGU

대구경찰서(현 대구중부경찰서) 전망대에서 서남부 시가지를 바라본 모습으로
앞 가로가 서문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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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타워 전망대에서  북서쪽 시가지를 바라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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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칠곡IC

북대구IC 팔공산IC

대구포항고속도로

중
앙
고
속
도
로

이시아폴리스

가창댐은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와 오리에 걸쳐 있는 생활용수용 저수지이다. 

이 댐은 주왕산, 청룡산, 산성산 봉우리를 연결하는 분수령에서 북쪽으로 

경사진 지점에 축조되었다. 

댐의 시설은 1918년 가창구정수장(2.8천㎡/일) 대봉1호 배수지 설치를 기점 

으로 1959년 가창댐 계통 구정수장(20천㎡/일)을 준공하였다. 1986년 4월 

댐 확장을 준공 하고, 8월에 가창댐 계통 신정수장(40천㎡/일)을 준공하였다. 

댐의 유역면적 43㎢, 총저수량 9.1백만㎡, 제방높이 45m 제방둑 마루길이 

260m로 공사하였다. 2003년 배출수처리시설(2.6㎡/일)을 준공하였다.

위치

역사

경관
비슬산 계곡의 용계천 하류에 자리하고 있는 댐은 2010년 ‘가창댐 수변공간 

조성사업’인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으로 자전거 길 조성, 전망대 설치, 

펜스디자인으로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드라이브길(헐티로)로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2011년 대구의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된 가창댐길은 대구근교의 

아름다운 드라이브코스이다. 인근에 대구미술광장, 달성조길방가옥 등이 있다.

대구 대봉배수지(大邱 大鳳配水池, 등록문화재 제251호) :남구 이천동 439에 

위치하는 이 배수지는 대구 지역 최초의 수도 시설 가운데 하나로, 대봉 1호 배수지를 

건립하여 가창수원지에서 정수한 물을 공급받아 급수했다. 이후 급수 수요가 증가 

하자 1925년 2호 배수지를 추가로 건립하였다.

달성조길방가옥(達城趙吉芳家屋, 중요민속문화재 제200호) : 달성군 가창면 

조길방길 92-1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6호 중에 가장 오래된 집이다. 

이 가옥은 조선시대의 흔치않은 초가로 안채의 평면구성은 남부지방 서민주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질박한 초가의 참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작은 창호가 

눈길을 끈다.

대구미술광장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273-1번지의 대구 용계초등학교 정대분교가 

폐교 되면서 대구미술협회에서 미술광장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산수가 어우러진 드라이브길

달성군 가창교 인근 용계초등학교를 지나 헐티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약 760m. 

달성군청

      http://www.dalseong.daegu.kr

      053) 668-2000

참조

1. 가창댐 
2. 옛, 가창댐

3. 수변데크
4. 가창댐 드라이브길
5. 대봉배수지
6. 달성조길방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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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댐



자연12 자연 13

경부고속도로

칠곡IC

북대구IC 팔공산IC

대구포항고속도로

중
앙
고
속
도
로

이시아폴리스

비슬산은 포산(苞山-수목이 덮여 있는 산), 소슬산(所瑟山-인도의 범어, 苞山 

과 같은 의미)으로도 불리었으며, ‘산 정상의 바위 모양이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비슬산(琵瑟山)으로 불렀다고 전한다.  

비슬산 암괴류는 중생대 백악기 화강암 거석들로 길이 2㎞, 폭 80m, 두께 

5m에 걸쳐 널려 있어 특이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괴들의 

지름이 약 1∼2m에 이르는 국내에 분포하는 여러 암괴류 중 규모가 가장 커 

학술적, 자연학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달성군 유가면 휴양림길 230, 비슬산자연휴양림 일대.

위치

역사

경관
대구의 귀중한 자연자원인 비슬산 암괴류는 대견사지(해발 약 1,000m) 부근 

부터 시작되어 여러 개의 암괴류가 각각 다른 산비탈을 따라 합류하는 형상 

으로 애추(너덜)와 암괴류(동강)가 수 없이 이어지는 모습 또한 장관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암괴류

비슬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http://dalseong.daegu.kr/bisulsan

      053) 614-5481∼2

암괴류(岩塊流) :강물처럼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는 바위집단으로 둥글거나 각진 

암석 덩어리들이 집단적으로 산 사면이나 골짜기에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쌓인 

것이다.

애추(崖錐) :산지 사면을 따라 설형(舌型)으로 발달하는 암설(岩屑:풍화ㆍ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생긴 작은 암석 조각)이 중력의 작용으로 급사면에서 떨어져 

내려가 퇴적한 반원추형의 지형을 말한다.

토르(Tor):평탄한 지형 위에 볼록하게 솟아 남아있는 바위를 말한다. 

대견사지(大見寺址) :대견사는 당나라의 문종(文宗)이 얼굴을 씻으려 떠놓은 

대야의 물에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났는데, 이 터가 대국(大國)에서 보였던 

경관이라 하여 절을 짓고 대견사라 했다는 전설이 있다. 사찰의 역사는 기록된 

바 없지만 1416년(태종 16) 2월 29일과 1423년(세종 5) 11월 29일에 대견사의 

장육관음상(丈六觀音像)이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참조

1. 달성 비슬산 암괴류 
2. 암괴류

3. 칼바위
4. 애추
5. 암설사면
6. 애추의 돌

1

2
5

4

3

6

달성 비슬산 암괴류  達城 琵瑟山 岩塊流, 천연기념물 제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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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과에 속하는 참꽃은 흔히 진달래 또는 두견화라고도 한다. 이 꽃은 

전국의 50m~2,000m 높이의 산야에서 무리지어 자란다. 이른 봄에 꽃전을 

만들어 먹거나 진달래술(두견주)을 담그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꽃을 영산홍 

(迎山紅)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해수·기관지염·감기로 인한 두통에 효과가 있고 

이뇨 작용이 있다. 세시풍속으로 3월에 참꽃 전을 붙여 먹는 화전놀이가 있다.

봄이면 비슬산(해발 1,084m) 정상 100만㎡의 넓은 평원에 붉은 수를 놓은 

참꽃을 배경으로한 ‘비슬산참꽃제’가 열린다. 2012년 축제(15회)에서는 ‘비슬, 

백년의 약속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비슬산이 지닌 다양한 문화·역사적 뿌리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과, 비슬산의 잠재된 이야기를 소재로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였다. 축제 이름도 

‘비슬산 참꽃제’에서 ‘비슬산 참꽃문화제’로 변경하였다. 

달성군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약 3.7km. 

위치

역사

경관
대견사지삼층석탑이 있는 대견사지에서 목계단을 오르면, 광활한 평지에 

흐드러지게 핀 진분홍빛 참꽃이 하늘의 색과 대조를 이루어 최상의 자연적인 

조화를 드러낸다.

대견사지삼층석탑(大見寺址三層石塔, 유형문화재 제42호) : 9세기 통일신라 

시대로 추측되는 이 탑은 2층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으로 

절내의 여러 석재들과 더불어 쓰러져 있던 것을 1988년에 복원한 것이다. 비슬산 

주봉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해발 1,000m에 위치한 이 탑은 중국 당나라의 

황제(皇帝)가 절을 짓기 위하여 찾아 헤매다가 9세기 신라 헌덕왕(新羅 憲德王) 때 

비슬산에 절과 삼층석탑(三層石塔)을 건립(建立)하고 대국(大國)에서 본 절이라 하여 

대견사(大見寺)라 이름 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비슬산 참꽃문화제(http://www.biseul.kr):해마다 늦은 봄이면 정상의 100만㎡의 

참꽃군락지와 비슬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포함한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열린다.

넓은 평원에 흐드러지게 핀 진분홍빛 참꽃

비슬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http://dalseong.daegu.kr/bisulsan

      053) 614-5481∼2

참조

1. 달성 비슬산 참꽃 
2. 참꽃군락지의 노을

3. 대구12경 아이콘
4. 참꽃군락지의 봄
5. 참꽃군락지의 여름
6. 참꽃군락지의 겨울

1

2
5

4

3

6

달성 비슬산 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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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하천·연못·늪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으로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 항상 

수분이 유지되는 자연자원의 보고이다. 강원도 태백 함백산(1,573m)에서 

발원해 남해로 향하는 낙동강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 이르러 금호강과 만난다. 그리고 진천천, 대명천이 합류하는 지역에 

총면적 약 2㎢가 달성습지로, 대구의 숨은 명소이자 ‘생태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곳이다.

1980년대 초 성서공단이 들어서고 난 뒤부터 달성습지의 형태와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었는데 금호강물은 물론 대명천과 합류한 진천천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낙동강에 유입되어 악취가 진동하는 뻘로 

변했다. 1987년 골재채취와 90년대초 낙동강 페놀사건, 벤젠·톨루엔 사건 

같은 환경문제로 강물은 더욱 오염되었다. 

대구시는 1990년대 후반 정부의 습지보존법 제정에 따라 2005년 달성 

습지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인공습지로 개방형, 폐쇄형, 수로형 습지를 조성하였다. 이곳은 낙동강 12경 

중 6경인 ‘달성습지사문진경’으로 선정되었고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도 

등록되어 있다.

달서구 호산동과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에 걸쳐진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합류지점.

위치

역사

경관
달성습지는 규모가 크고 생물환경(갈대, 달뿌리풀 등)이 군락을 이루어 분포 

하고 있으며, 철새의 도래지로 널리 알려진 습지생태공원으로 그 풍경이  

아름답다. 낙동강과 금호강, 그리고 진천천이 한 눈에 펼쳐지는 장면을 

보려면 화원동산을 찾으면 된다. 신라시대부터 아름다운 동산 ‘화원’으로 불린 

화원동산에서 습지를 바라보면 왼쪽으로 낙동강, 가운데로 금호강, 오른쪽으로 

진천천이 보인다. 

갓꽃, 기생초, 억새, 갈대, 물수리, 흰꼬리수리, 큰말똥가리, 쇠부엉이, 잿빛 

개구리매, 흑두루미, 재두루미, 너구리, 족제비, 수달, 고라니 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생명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습지

달성군청

      http://www.dalseong.daegu.kr

      053) 668-2000

1. 달성습지
2. 억새군락

3. 백로무리
4. 기생초군락
5. 달성습지의 여름
6. 달성습지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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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습지  達城濕地



자연18 자연 19

경부고속도로

칠곡IC

북대구IC 팔공산IC

대구포항고속도로

중
앙
고
속
도
로

이시아폴리스

금호강은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의 가사령(佳士嶺, 500m)과 기북면 

성법령(省法嶺, 709m)에서 발원하여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금호강의 상류와 

중류에는 경산시, 영천시 등의 도시가 위치하고, 하류에는 대구광역시가 

위치해 있다.

금호강 유역의 자원으로는 지형 및 지질자원인 산지와 습지가 있고, 식물 

군락지로는 측백나무숲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군락지가 있으며, 야생조류 

서식지, 문화·역사자원으로써의 고분군(불로동 고분군), 서원, 전통마을(옻골 

경주 최씨마을 등)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경북지명유래총람』에 따르면 ‘바람이 불면 강변의 갈대밭에서 비파소리가 

나고 호수처럼 물이 맑고 잔잔하다’ 하여 금호(琴湖)라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금호강 줄기를 따라 경치 좋은 곳이 많다. 조선시대 대학자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노래한 제1영의 금호범주, 제8영의 노원송객, 

제10영의 침산만조는 금호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에 걸쳐 동구 사복동 시경계에서 낙동강 합류 

점까지 약 41.3㎞.

위치

역사

경관
동구는 반야월연밭길(안심습지), 금호강생태공원, 동촌유원지 등이 있다. 

2011년 개통된 동촌해맞이다리(폭 6m, 연장 222m) 위에서는 아름다운 

금호강을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량난간에 500여개의 LED 백색조명과 

48개의 와이어 메탈등을 설치하고, 주탑 부분의 12개의 조명은 색상 변환에 

의한 다양한 연출로 야간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북구와 달서구는 대구의 공업단지로 금호강 남쪽 연안을 따라 늘어선 5개 

공업단지(검단, 제3, 비산염색, 서대구, 성서)가 있으며, 야경이 멋진 사장교인 

와룡대교를 지나면, 달성군의 낙조가 아름다운 사문진교와 화원동산, 낙동강과 

합류하는 금호강의 끝 지점인 달성습지를 만날 수 있다.  

전 구간에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된 자전거길(총연장41.3㎞, 자전거전용도로 

38㎞)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다. 

금호강변에는 유원지(화원유원지, 동촌유원지)와 자연생태공원, 습지(안심습지, 

달성습지), 사장교 형식의 교량(동촌해맞이다리, 와룡대교) 등이 있으며, 

북구쪽의 금호강 좌안둔치(팔달교~검단동 경부고속도로간) 중 공항교 

상·하단 상습 침수지인 둔치는 금호강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남북으로 거대한 팔공산과 비슬산 사이
도시를 품은 금호강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http://www.daegu.go.kr/Facility/  

      053) 589-5827

1. 대구 금호강 
2. 옛, 금호강의 아양교

3. 금호범주 아이콘
4. 금호범주 한시
5. 금호강의 아양교
6. 금호강의 서변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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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호강  大邱 琴湖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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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백나무는 중국 및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단양, 대구, 

안동, 영양 등지에서 자라고 있다. 절벽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주택과 마을 주변에 많이 

심고 있다. 

조선 초기 대구가 낳은 대학자인 서거정(1420~1488) 선생이 찬미한 대구의 

풍광이 아름다운 곳인 대구십영(大邱十詠) 중 하나로 제6영 ‘북벽향림‘을 읊은 

곳이 이곳이다.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은 측백나무의 남방 한계선에 자리하고 있으며, 식물 

지리학상의 중요성으로 인해 1962년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달성의 

측백수림’으로 불려 오다 1981년 달성군 공산면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수림(樹林)이라는 한자를 풀어 현 명칭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동구 도동 산 180, 동구 불로교의 동쪽 도평로를 따라가면 향산교 우측.

위치

역사

경관
도동 측백나무 숲의 지정 면적은 35,603㎡이고, 높이 100m 안팎, 너비 600m 

안팎이다. 나무의 높이가 5~7m 정도 되는 나무가 절벽에 자라고 있으며 

측백나무 외에도 소나무, 느티나무, 말채나무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달성의 측백수림비, 측백나무 숲 근처 상류에 위치한 관음사, 측백나무 숲 앞에 

흐르는 불로천 관음사로 들어가는 해탈문 다리 등이 조화롭게 풍경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해탈문 다리에서 바라보는 측백나무 숲과 실개천의 어우러지는 

경치는 무척 아름답다. 

측백나무(Thuja orientalis L.):높이 25m, 지름 1m정도로 자라며 작은 가지가 수직 

으로 발달하여 측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관목상으로 절벽지나 석회암지대에 잘 

자란다.

측백나무의 기운이 감도는 도동

경부고속도로

칠곡IC

북대구IC 팔공산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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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폴리스

동구청 

      http://www.dong.daegu.kr

      053) 662-2000

참조

1.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2. 도동 전경

3. 북벽향림 아이콘
4. 북벽향림 한시
5. 문화재 표지석
6. 측백나무의 꽃, 열매,
   단면, 수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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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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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을 생태적 식물공간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자연탐구와 식물 

학습공간으로 이용하고, 향토 식물자원 보전 및 종(種)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지(基地)로 제공하고자 조성되었다.

1986년 12월부터 1990년 4월까지 대구 시민의 생활쓰레기 410만 톤 가량을 

매립하여 10년 가까이 특별한 대안 없이 장기간 방치됐던 곳을 전국 최초의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였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대구지하철 

건설 등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잔토 150만㎡를 활용해서 평균 6~7m 

높이로 복토를 실시하고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도시형 

수목원으로 조성하였다.

대구 수목원은 2002년, 2005년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복원 전국 우수 

사례지로 선정된 곳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였다.

달서구 지하철 1호선 대곡역 인근 유천네거리에서 앞산순환도로 방향으로  

약 1km.

위치

역사

경관
수목원은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식물과 관련된 

지식을 널리 보급하는 시설이다. 식물원은 248,000㎡에 23개 테마로 

구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화목원, 야생초화원, 습지원, 약용식물원, 

염료식물원, 방향식물원, 괴석원 등 21개 원(園)에는 450종 8만 그루의 나무와 

1,300종 27만 포기의 초본류가 심어져 있다.

수목원 동선은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침엽수원, 야생초화원, 화목원, 

시목원, 활엽수원, 습지원, 약초원, 선인장 온실, 분재원이 있으며, 분수대와 

산림문화전시관을 지나 수목원의 끝 죽림원 사잇길, 방향식물원과 괴석원을 

잇는 오솔길 등 숲 해설을 들어면서 둘러보는데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친환경 녹색공간의 명소

수목원관리사무소

      http://www.daegu.go.kr/Forestry

      053) 642-4105 / 053) 64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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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수목원
2. 수목원의 여름

3. 표지석
4. 수목원의 여름
5. 산림문화원 전시관
6.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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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목원  大邱 樹木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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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연꽃과에 속하는 다년생초로서 이집트가 원산지이며 동구 지역의 중요한 

특산물의 하나이다. 

안심습지 주변 반야월 일대에서 재배되고 있는 연근의 면적은 142㏊로서 

전국의 생산면적의 40%를 차지하며 연간 약4,000톤을 생산, 60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연근은 식용뿐 아니라 수질 정화능력이 뛰어나고 

제초제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주로 4∼5월에 통근을 

심어 9∼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확할 수 있다. 

전국 최대 연근 생산지인 대구 동구 반야월 일대 연꽃테마파크(동구 대림동 

728)에서는 연꽃이 만발하는 기간에 지역 연근재배 실태와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돕기 위해 수련 전시, 

연밭길 안내, 수생식물 심기 체험 등 행사를 한다.

동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안심기지사업소 방향의 안심 

기지창과 금호강 사이. 

위치

역사

경관
광활한 연밭으로 이어져 있는 안심습지 주변의 늪지대에서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연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연밭길은 안심로에서 시작되는 길1(약 1.0km)과 농수산물유통공사안심기지 쪽 

길2(약 0.9km)로 되어있다. 반야월 연밭길의 연꽃은 우리나라 자생 홍련으로 

꽃이 대형이며 꽃의 개체 수가 많다. 

2012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선정되어 조망점  

사업을 하였다. 안심습지와 금호강 등이 있어 습지 사계절을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생태학습장으로도 좋은 곳이다.

안심습지(安心濕地) :금호강 줄기에 있는 안심습지는 약 164,000㎡로 달뿌리풀, 

노랑어리연 풀억새 등 습생식물과 청둥오리, 큰고니, 고니, 가창오리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대구의 주요 습지의 하나이며, 생태학적인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심습지와 연밭이 함께하는 자연생태 
탐방길

경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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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http://www.dong.daegu.kr

      053) 662-2000

참조

1. 반야월 연밭
2. 연밭길 전경

3. 안내도
4. 연꽃
5. 여름의 연밭
6. 겨울의 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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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월 연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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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은 북지장사 길목의 울창한 소나무숲을 중심으로 팔공산 올레길 1코스로 

개발된 곳이다. 소나무는 수호, 장수, 절개의 상징이며 소나무 숲은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예로부터 소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독야청청 

(獨也靑靑)의 자태로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나무였다. 이처럼 소나무 숲 길은 

자기 성찰의 길, 철학의 길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아 내면의 

아름다움이 공존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동구 대구방짜유기박물관에서 북지장사 가는 길.

위치

역사

경관
이 길은 팔공산 올레길 1코스인 ‘북지장사 가는 길’(5km, 약 2시간 소요)로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도장교에서 도장마을까지는 대구방짜유기박물관이 있는 ‘시인의 길’로  

김춘수, 윤동주의 시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고, 마을을 지나 지장교까지는 

북지장사 가는 길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굽은 소나무들이 자유롭게 

자리한 숲 사이로 난 길은 소나무의 나무빛으로 겹겹이 겹쳐져 아름다운 

나무선을 연출하고, 울창한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매우 아름 답다. 

북지장사(北地藏寺) : 동구 도학동 팔공산(八公山)에 있는 사찰로 신라 소지왕 7년

(485)에 극달화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보물 제 805호로 지정된 지장전 

(地藏殿)은 정면 1칸, 측면 2칸 규모이지만 앞면 1칸 사이에 사각형의 사잇기둥을 

세워 3칸 형식을 띠고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유산인 방짜유기와 

제작기술을 전승 및 보존하고 전국 최초로 방짜유기를 테마로 한 전문박물관으로 

2007년 5월 25일 개관하였다. 주요 소장품은 1983년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된 유기장 이봉주 옹이 제작하고 수집한 방짜유기가 전시되어있다.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 et Zucc.) :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으로 

주로 솔나무·송목·적송·육송 등으로 부르며, 송유송(松油松)·여송(女松)·자송 

(雌松)·청송(靑松) 등으로도 부른다.

대구 팔공산 올레길 제1코스(북지장사 가는 길) :2009년 6월에 만들어진 1코스 

북지장사 가는길은 시인의 길을 기점으로, 방짜유기박물관, 북지장사, 돌집 마당 

까지 5㎞, 약 2시간 소요된다.

옛 향기 머금은 소나무 숲길

동구청 

      http://www.dong.daegu.kr

      053) 662-2000

참조

1. 북지장사 가는 길
2. 소나무 군락

3. 표지석
4. 노송과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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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장사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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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진이란 지명은 낙동강의 모래를 건너가서 배를 탄다는 의미에서 유래 

되었으며, 사문진 나루터는 낙동강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하천 교통의 

요지로 해방 이후까지 부산의 구포와 경상북도 안동 지역을 오르내리는 

낙동강 뱃길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였지만, 1993년 7월 1일 사문진교가 

개통되면서 사문진 나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들어온 물자는 대구를 비롯 강원과 호남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가 그야말로 대호황을 누린 물품 중개지이자 공급처였다. 또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왜물고가 여기에 있었다.

이 곳은 1932년 9월에 단성사에서 개봉된 이규환 감독의 ‘님자 없는 나룻배’의 

배경 장소로 유명하다. 또한, 사문진 나루는 대구에 최초로 피아노가 들어왔던 

관문으로 근대화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를 연결 

하는 다리가 있는 곳.

위치

역사

경관
이곳은 대구지역에서 일몰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와 고령을 잇는 사문진교는 길이가 500m 이상으로 전국적으로 8개에 

불과한 군도 상의 교량으로, 구 사문진교(교장 780.0m, 폭 9.2m)와 2009년에 

준공된 신 사문진교(교장 780.0m, 폭 10.9m)가 나란히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 화원읍 성산리 사문진 나루터 복원사업과 함께 이곳 일대에서 제작된 

영화 ‘님자 없는 나룻배’와 연계한 「시간의 몽타주, 사문진 영상파크 조성사업」 

이 추진 중이다. 

왜물고(倭物庫) :일본과 공무역으로 오가는 물량을 보관할 장소로 부산과 서울 

간의 교통 요충지인 낙동강 사문진(沙門津)에 1472년(성종 3) 6월에 설치하였다. 

이를 화원창(花園倉)이라고도 한다.

님자 없는 나룻배 :이규환(李圭煥, 1904~1982) 각본ㆍ감독의 영화로 1932년 

9월에 단성사(團成社, 1907년 서울 종로3가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상설 

영화관)에서 개봉되었다.

역사 속에 남겨진 사문진 나루터

달성군청

      http://www.dalseong.daegu.kr

      053) 668-2000

참조

1. 사문진 낙조
2. 사문진 일몰

3. 사문진교
4. 사문진교의 겨울
5. 사문진교의 석양
6. 사문진교의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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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진 낙조  沙門津 落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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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발표한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수성들판이다. 이곳은 신천의 물로 농사를 지었으나 1918년 대구 

상수도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신천 상류의 가창과 냉천에 취수장이 생겨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1924년 경북에서 처음으로 지주 

436명이 수성수리조합을 만들고, 1927년 4월 수성못을 완공하였다. 이 지역의 

지주 중 일본인이 21명 뿐이었지만, 수리조합을 결성하고 수성못을 만든 

중심인물은 조합원 미즈사키 린타로(水崎 林太郞)이다. 그가 1939년 사망하자 

유언에 따라 수성못이 보이는 곳이 안장되었다. 

수성못은 상동·두산동·파동·지산동에 걸쳐 있는 유원지로서 1940년대 대구 

부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65년 유원지 시설 결정, 1982년 9월 유수지역, 

운동지역, 휴양 지역, 특수지역, 편입 및 관리지역 지구로 확정 후 1983년 

동대구로와 연결되는 유원지 진입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주변 상가와 불량 

건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도시 근접 유원지로 조성되었다.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수성관광호텔 방향.

위치

역사

경관
수성못의 북남쪽(법이산)과 동쪽(동막산)을 배경으로 도심 속의 풍광을 드러 

낸다. 용지봉에서 북서부로 뻗어 내린 줄기의 아래쪽에 있어 주변의 완만한 

산지와 수성못이 어우러져 자연의 경관미를 이루고 있다. 

대구 시가지 내에 가장 큰 인공호수로서 그 면적은 218,000㎡이며 못 둘레는 

2㎞에 달한다. 본래 일제 강점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지만, 

이제는 시민의 휴식처로 인기를 얻고 있다. 

주변에는 숲섬, 분수쇼, 수변무대 데크, 오리배 선착장, 이상화 시비 등이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영상음악분수대’는 물론 수변광장과 각종 위락시설은 

이곳을 더욱 생동감 있는 분위기로 연출한다.

미즈사키 린타로(水崎 林太郞) : 일본 기후현(岐阜縣) 출신으로 당시 대구부 

수성면에서 그리 크지 않은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한다. 1914년 신천의 물이 

줄어들자 앞장서서 세 개의 보를 만들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비록 농토는 

적지만, 수성수리조합 부조합장으로 추천된 것이다, 그는 못을 만들기 위해 진성서를 

내고, 교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공사감독을 하는 열성을 보였다. 평소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서 매일신보는 그가 ‘조의조식(粗衣粗食:허름 옷과 거친 

음식)의 실행자’ 라고 표현하였다.

대구의 정취가 녹아든 호수

수성구청

      http://www.suseo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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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수성못
2. 옛, 수성못

3. 대구12경 아이콘
4. 수성못의 가을
5. 이상화 시비
6. 미즈사키 린따로 묘지

1

2
5

4

3

6

수성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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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골 공룡 화석터는 2006년 말 발견된 것이다. 공룡발자국 화석 4∼5개는 

발가락 세 개의 흔적이 뚜렷한 삼족의 형태와 원형의 형태 등, 두 종류로 1억여 

년(1억 3천만∼1억 6천500만년) 전 중생대 백악기로 추정 되는 것들이다. 

지금의 앞산 일대에 초식공룡이 살았던 증거로, 대도시에 공룡발자국이 남아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화석은 1억 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호수 퇴적층을 암시해 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대구지역의 1억여 년 역사를 증명하는 자연유산이라는 의견이 

있다.

남구 용두2길의 고산골 공영주차장 옆 개울가.

위치

역사

경관
앞산 고산골 등산로 아래 개울가의 넓이 23∼26㎡의 평탄한 암반(퇴적암) 

하상에 4∼5개 나타난다. 이 화석터에 살던 공룡은 초식공룡으로 추정되며 

발자국의 크기는 20∼30㎝ 정도 내외로 나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곳에는 얕은 호숫가에 형성되는 물결무늬 화석인 연흔(얕은 호수에서 

형성되는 물결무늬)과 물이 말라 건조한 환경에서 생기는 건열(지층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축하여 다각형의 무늬 모양)화석도 나타나 당시 고산골을 

비롯한 경상도 일대는 본래 땅이 아니라 거대한 호수로 공룡이 서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고산골 :신라시대 왕실에서 대를 이를 왕자를 얻기 위해 고산사라는 절을 세워 

불공을 드린 후 왕자를 얻은 기쁨에 왕이 그 절에 석탑을 세웠다는 유래가 있다.

고산사는 폐사되어 절터만 남아 있었다. 1961년 불자들에 의해 무너진 석탑을 

재건하고 법당을 건립하였다.

앞산 옛 역사의 기록장

남구청  

      http://nam.daegu.kr

      053) 664-2000

참조

1. 앞산 고산골 공룡화석터
2. 공룡발자국 화석

3. 건열화석
4. 연흔화석
5. 건열화석
6. 퇴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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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 고산골 공룡화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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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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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IC 팔공산IC

대구포항고속도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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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도
로

이시아폴리스

와룡산(해발 299.6m)에 얽힌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산 아래에 옥연(玉淵)이 있어 용(龍)이 노닐다가 그 못에서 나와 막 

승천하려고 하는데 지나던 아녀자가 이를 보고 놀라서 “산이 움직인다”하고 

소리치자 이 소리를 들은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산이 되었다고 하여 

와룡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임진왜란 때에 원군으로 우리나라에 온 명나라의 이여송이 이 산맥의 

정기가 매우 뛰어나 많은 인재가 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산의 맥(脈)을 

자르니 그곳에서 검붉은 피가 솟구쳤다는 이야기도 전해 오고 있다. 또, 어떤 

이는 천상의 미움을 받은 용이 장군의 칼에 맞아 떨어져 누운 것이 지금의 

와룡산이라고도 전하기도 한다.

경부 고속도로에서 서대구나들목 쪽 와룡산 가르뱅이 용미봉 자락, 

위치

역사

경관
금호강과 매천대교, 팔달교가 보이는 용미봉(서구 제4봉)은 방천리 용두봉에서 

시작된 와룡산의 끝 봉우리로 용꼬리의 형세를 가지고 있다. 괘리방(현 가르 

뱅이)에서 보면 지세가 청룡(靑龍)의 형세를 가지고 있으며, 동북쪽(서대구IC 

부근)의 등산로를 따라 용미봉(255m)에 올라가면 금호강을 배경으로 

동쪽으로는 금호대교, 서쪽으로는 와룡대교를 조망할 수 있다. 

진달래 군락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와룡산 중에서도 금호강 쪽으로 

흘러내린 용미봉으로 2009년부터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진달래 군락지 

주변에 서식하던 칡덩굴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진달래를 심는 사업을 추진해 

용미봉 일원에 아름다운 진달래 군락지가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다.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var. mucronulatum):낙엽활엽 관목 

으로 참꽃 또는 두견화라고도 한다. 키는 1.5~3m 정도로 토양 조건에 관계없이 

반그늘과 양지에서 잘 자란다.

진달래 만발한 용미봉 일원의 명소

서구청

      http://www.dgs.go.kr

      053) 663-2000

참조

1.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2. 와룡산 진달래

3. 와룡산의 여름
4. 와룡산의 가을
5. 진달래 군락지의 여름
6. 진달래 군락지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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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가르뱅이 용미봉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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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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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IC 팔공산IC

대구포항고속도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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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폴리스

팔공산의 지명은 신라시대에는 부악(父岳), 중악(中岳) 또는 공산(公山)이라 

했다, 고려시대에는 ‘공산’이라 하였고, 조선 시대에 들어 팔공산이라고 하였다. 

이는 팔공산이 통일신라의 중심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라의 

호국정신과 불교문화가 남아있다.

대구광역시의 중심에서 북동 방향으로 약 20km.

위치

역사

경관
팔공산은 지리적으로 태백산맥의 지맥인 소백산맥의 남단에 위치하며 대구의 

동북쪽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일명:미타봉 

1,167m)과 서봉(일명:삼성봉 1,150m)이 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에 걸쳐있다. 

팔공산 자연공원 구역의 면적은 35.365㎢로서 산세가 좋고 기암괴석이 많아 

영험한 산으로 여겨져 왔으며,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찰을 

품고 있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맥을 이어온 불교의 역사와 함께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팔공산 남사면에는 율하천, 불로천, 동화천, 

팔거천 등이 있고, 북사면으로는 남천, 구천, 신령천, 청통천, 조산천 등이 있다. 

서거정 선생의 대구십영(大邱十詠) 중 제9영 ‘공령적설’로 팔공산에 쌓인 눈에 

감탄하여 시를 지었다는 것처럼 설산의 절경이 빼어나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대구의 토성인 대구(또는 달성) 서씨이다. 그의 

증조부와 조부는 자인현(지금의 경산시 자인면)에 살았는데 그곳에 선대의 묘와 

농장이 있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외가인 경기도 임진현(현 파주시 군내면 지역)이다. 

외조부가 당대의 대문장가 권근(權近)이며, 서거정은 6살 때 시를 지어 사람들이 

신동이라 불렀다. 19세에 생원시와 진사를 거쳐 25세에 문과 3등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불후의 이름을 남긴 문장가 서거정은 대구를 ‘내 고향’이라 부르면서 서울에서의 

관직 생활 때는 지역 출신들에게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유명한 

대구10영(大邱十詠)을 남겼다.

달구벌을 감싸 안은 민족의 명산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http://www.daegu.go.kr/Palgongpark/

      053) 982-0005

참조

1. 팔공산
2. 옛, 팔공산

3. 대구12경 아이콘
4. 공령적설 아이콘
5. 공령적설 한시
6. 팔공산 전경
7. 팔공산의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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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八公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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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삼성상용차 부지였으나, 2000년 파산 선고로 이용을 못하고 있던 

터였다. 대구시가 이 터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공장을 짓게 하고, 나머지 터는 

2001년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 호산공원이다. 

이 공원의 메타세콰이아 숲길은 사진동호인들 사이에 촬영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알려졌다. 1995년∼1996년 성서1차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으로 

메타세콰이아 350여 그루가 약 1㎞ 조성 되었는데, 길 폭이 좁은 이유는 처음 

나무를 심을 때 완충녹지 기능을 하기 위해 차폐용도로 심었기 때문이다. 

달서구 지하철 2호선 강창역에서 호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360m. 

위치

역사

경관
호산공원은 동서로 네거리(호산로와 달서대로 109안길) 사이에 조성되어 있다. 

동편으로는 호산초등학교, 호산고등학교가 나란히 있으며, 축구장 등이 있으며 

축구장을 중심으로 내부로 걷는 C 코스, 외부로 걷는 B 코스, 동서로 이어지는 

A 코스로 안내도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서편으로는 산업체가 

있으며, 그 담장을 따라 일부 완충녹지(약 L400m×W28m)가 조성되어 있다. 

2011년 대구의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호산동 메타세콰이아 

숲길 조망점 조성 사업으로 둔치 쪽 400m 숲길을 마사토포장, 조명등, 벤치, 

남천 수목을 심어 새롭게 길 폭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기능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경관적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다.

메타세콰이아(Metasequoia) :측백나무과의 나무로 메타세콰이아속 중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종이다. 중국 쓰촨성, 후베이성이 원산지로 성장이 빨라 가로수로 

널리 심는다. 

자연의 매력 속에 숨어든 동화 속의 숲길

달서구청 

      http://www.dalseo.daegu.kr

      053) 667-2000

경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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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폴리스

참조

1. 메타세콰이아 숲길
2. 메타세콰이아

3. 여름의 메타세콰이아 숲길
4. 가을의 메타세콰이아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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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동 메타세콰이아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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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경상감영길 99,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4번 출구에서 약 320m. 

위치

경상감영(慶尙監營)은 조선 지방행정 8도제 하에 경상도를 관할하던 곳이다. 

조선 개국 때는 경주에 있었으나, 세종 초부터 상주로 옮겨 임진왜란 이전까지 

있었다. 그 뒤 칠곡, 안동을 거쳐 1601년(선조 34) 대구로 이전하였다. 그 

뒤 현종 11년(1670), 영조 6년(1730), 순조 6년(1806) 3차례에 걸친 화재로 

타버렸다. 지금의 건물은 1807년에 관찰사 겸 부사(府使)인 윤광안(尹光顔)이 

다시 지은 것이다. 

조선 시대의 관청건물은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자료이며 경상감영의 상징이 되는 건물이라는데 가치가 있다. 이곳은 

1910년부터 1965년까지 경상북도 도청사로 쓰이다가 1970년 중앙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1997년 담장을 허물고 공원 전체를 재조성하고 명칭을 

경상감영공원으로 변경하였다.

선화당(宣化堂)과 징청각(澄淸閣) :선화당은 경상감영 관찰사가 집무를 보던 

조선시대 관아 건물이며, 징청각은 관찰사의 관사(官舍)로 경상감영이 대구로 

옮겨올 때 지어진 건물이다.

하마비(下馬碑):병마절도사 이하는 말에서 내려 출입하라는 뜻의 표석이다.

관풍루(觀風樓)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선화당(宣和堂)의 남서쪽에 포정문 

(布政門)을 세우고 그 위에 문루(門樓)를 만들어 관풍루라고 불렀다. 1906년 관찰사 

박중양(朴重陽)이 대구읍성을 철거할 때 관풍루를 현재의 달성공원의 북쪽에 옮겨 

세웠다.

역사

경관
경상감영공원(면적 약 16,500㎡)은 조선 선조 때 경상감영이 있던 곳으로 그 

터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경상감영의 정문 누각 관풍루(觀風樓, 

문화재자료 제3호)는 1906년 대구읍성이 헐리면서 달성토성으로 옮겨졌다. 

현재 경상도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유형문화재 제1호), 징청각(유형문화재 

제2호), 총 29기의 선정비, 영영(嶺營) 측우대, 절도사이하개하마비(節度使 

以下皆下馬碑) 표지석 등이 있다.

1601년 영남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던
역사적 장소 

중구청 

      http://gu.jung.daegu.kr

      053) 661-2000

참조

1. 경상감영공원
2. 옛, 선화당

3. 대구12경 아이콘
4. 표지석
5. 경상감영의 가을
6. 경상감영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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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감영공원  慶尙監營公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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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건물은 일제 강점기 때 대구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지어진 건물로 1933년 공립 대구 의학전문학교로 개교되었고, 1951년 

국립경북대학교 의과대학으로 개편 되었다. 한국 근대 의학교육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로,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전체와 세부 

구성이 치밀하여 건축사적으로 매우 수준 높은 건물이다. 근대건축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사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마주하고 있는 구 도립대구병원은 일제 강점기 때 1928년 도립 대구의원으로 

지은 2층의 붉은 벽돌(조적조) 건물이다. 우측 익사(翼舍, 중심이 되는 집채의 

좌우에 붙어 있는 곁채)가 철거되고, 정면 좌측에 증축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중구 종각네거리에서 달구벌대로 방향으로 약 180m. 

위치

역사

경관
공평로를 사이에 두고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과 ‘구 도립대구병원’이 

마주하고 있다.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건물의 외관 구성에 나타난 특징은 

정면 중앙부 돌출 유리벽의 곡면처리와 옥상부의 사각탑과 창 사이의 수직벽은 

수직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감과 웅장함을 느끼게 한다. 

구 도립대구병원의 건물 구성은 정면 중앙부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창인방과 처마부를 화강석 수평돌림띠(Cornice)로 장식하여 

르네상스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 되었던 것도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구 도립 

대구병원 같은 역사적인 의료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산업도시의 발돋움이 된 역사적 장소

중구청 

      http://gu.jung.daegu.kr

      053) 661-2000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의료산업의 메카 첨복단지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면적 1,030,000㎡(혁신도시 4,220,000㎡)로 조성된다. 

주요시설로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 

시험신약생산 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민간연구기관 등이다.

참조

1.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2. 옛,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3. 표지석
4. 구 대구의학전문학교의 가을
5. 경북대학교병원의 가을
6. 옛, 도립대구병원

1

2
5

4

3

6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舊 大邱醫學專門學校 本館, 사적 제442호

구 도립대구병원  舊 道立大邱病院, 사적 제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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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발단된 주권수호운동(主權守護運動)으로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원을 갚아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은 대구시민들에게 민족의 주체의식을 심어 주는 

정신적인 장소로 만들고자 조성한 것이다. 

1982년 도시계획상 동인공원으로 고시되었으며, 대구에서 비롯된 국채보상 

운동의 시민정신을 기리고 제2의 국채보상운동(1997년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IMF 경제난 극복을 기념하며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보 및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채보상공원은 도시개발공사가 창사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옛 대구여자고등 

학교 자리에 1998년 3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중구 동인동에 조성한 것이다. 

중구 공평네거리와 종각네거리 사이. 

위치

역사

경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은 42,509㎡의 면적에 달구벌대종, 종각,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편의시설, 향토서예가들이 쓴 시비와 대형 영상시설, 명언비가 있는 

오솔길, 시원스럽게 뿜어대는 분수, 화합의 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공원의 북쪽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동쪽에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거행하고 

있는 달구벌대종, 남쪽에는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서쪽으로는 농구코트 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야간에 더욱 돋보이는 국채보상로 가로길(핀참나무, 약 

170m)과 동덕로 가로길(핀참나무, 약 210m)은 터널형 가로수 길이다.

국채보상운동 기념비:1997년 대구상공회의소가 창립 9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립한 

것으로 대구시민회관 앞 광장에 있다. 1907년 2월 21일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대구군민대회가 열렸던 장소 북후정(현재 시민회관) 터 이다.

금모으기운동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대한민국의 외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에 기부했던 운동이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외환 부채가 약 304억 달러에 이르렀다. 전국 누계 약 350만 명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약 227톤의 금이 모였다.

나라 사랑으로 꽃피운 문화 큰 마당

중구청

      http://gu.jung.daegu.kr

      053) 661-2000

참조

1.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 수목터널

3. 대구12경 아이콘
4. 여성기념비
5. 달구벌대종

1

2 5

4

3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國債報償運動紀念公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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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문씨의 중시조로 알려진 삼우당(三憂堂) 문익점(文益漸)의 후손이 대구에 

입향한 것은 대체로 500년 전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곳 인흥에 자리를 잡은 

것은 그의 18대 손인 문경호(文敬鎬) 때이다. 그는 문씨들이 모여 살 집을 

짓기로 계획하고, 고려 대찰(大刹)인 인흥사가 있었던 자리에 터를 잡았다. 

세거지에 최초로 건립한 건물은 1820년도에 지은 재실 용호재(龍湖齋)이고, 

이를 1910년에 다시 지은 것이 현재 광거당(廣居堂)이다.

세거지 입구에 자리하여 주로 손님을 맞이 하며 일족의 모임의 장으로 

이용되는 수봉정사는 정원이 아주 아름다우며 1936년 문봉성의 아들인 

문영박의 호를 따서 지었다. 세거지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광거당(廣居堂)은 

1910년에 후손들의 교육장소이다. 남평문씨의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 겸 도서관인 인수문고는 1982년 광거당의 만권당 장서와 수봉 

정사에 수장하고 있던 전적류를 합쳐 문중문고로 일원화한 것으로 2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달성군 화원읍 인흥3길 16, 화원중학교 네거리 인근을 지나 천내천을 따라  

약 2㎞. 

위치

역사

경관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는 곧은 마을 안길과 흙돌담장이 가지런히 앉아있고 

외관상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9가구의 양반가옥은 우물 정(井)자 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남평문씨의 집성촌은 목조건물의 독특한 조형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광거당과 수봉정사가 있고,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문중문고인 인수문고는 

교육의 도시 대구를 상기시킨다.

문익점(文益漸, 1329~1398) :고려 말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1363년 서장관 

(書狀官)으로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와 장인 

정천익(鄭天益)과 함께 목화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봉정사(壽峰精舍) :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의 대표적인 건물로, 정면 6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집으로, 건물 앞쪽에 마루를 설치하고 뒤쪽으로는 

5칸의 방과 1칸의 누마루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궁궐과 관청, 사찰 건물에만 

원주(둥근기둥)를 사용할 수 있었고, 민가에는 사각기둥을 세웠는데 수봉정사의 

기둥은 원주(7개)로 되어 있어 전통한옥 양식과 구별된다. 

4대가 함께 살도록 계획된 집들이 있는 
숨은 명소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http://www.inheung.com

      053) 638-6407

참조

1.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
2. 본리 세거지 전경

3. 문화재 표지석
4. 본리 세거지의 한옥
5. 본리 세거지의 봄
6. 수봉정사

1

2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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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문씨 본리 세거지  南平文氏本里世居地, 민속문화재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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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서원은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서원 중 하나로 조선 초기의 명유(名儒) 한훤당(寒暄堂) 김굉필(金宏弼) 선생을 

배향하는 서원이다.  

1568년 지방유림에서 비슬산 동쪽 기슭에 세워 쌍계서원(雙溪書院)이라고 

하였고, 1573년에 같은 이름으로 사액(賜額)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 

다가 1605년에 지금의 자리에 사우를 중건하여 보로동서원(甫勞洞書院)이라고 

했다. 그 후 1607년에 도동서원으로 사액되었다. 도동은 ‘성리학의 도가 동쪽 

으로 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지방 유림에서 한훤당 김굉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서원으로 조선중기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형적 배치형식과 강당과 사당의 공포양식 및 담장 

구성수법 등에서 조선 중기의 건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조선 초기의 사림파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한양의 

정릉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 김중곤(金中坤)이 부인 현풍 곽씨와 혼인하여 

현풍의 솔례촌에 세거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소학이 성리학의 규범을 담은 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리켜 소학을 공부하는 어린이 ‘소학동자 (小學童子)’라 

하였다.  

위치

역사

경관
수령 400년이 넘은 은행나무 너머로 펼치지는 수월루, 토담, 중정당, 기단이 

있는 도동서원 전경은 조선시대의 한폭 그림을 연상시킨다. 도동서원 건축물 

완공을 기념하여 정구(1543~1620)가 손수 심은 서원의 입구에 자리한 

은행나무를 지나 진입 공간인 수월루에 올라서 바라보면 동북쪽에서 흐르는 

낙동강과 고령 개진면 일대의 평야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 갓을 쓴 

유생이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어 「겸양의 문」이라 불리기도 하는 

환주문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서면 암기와와 수막새의 장식무늬 토담으로 

감싸고 있는 강단공간인 중정당이 자리하고 있다. 

강당의 처마에는 선조 임금이 하사하였다는 도동서원의 현판이 학문의 위엄과 

세월의 흔적이 배어있음을 보여준다. 기단에는 여의주와 물고기를 물고 있는 

용머리 조각은 공자의 가르침(뜻하는 것은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1월 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확정되었다.

5대 서원 중 하나이자 소학동자(小學童子)
김굉필 선생을 배향하는 곳

달성군청

      http://www.dalseong.daegu.kr

      053) 668-2000

참조

1. 달성 도동서원
2. 도동서원의 여름

3. 도동서원 현판
4. 도동서원의 은행나무
5. 용머리 석물 
6. 도동서원 원경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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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도동서원  達城 道東書院, 사적 제488호



문화52 문화 53

대구의 달성토성(達城土城)은 삼한시대 이래로 자연적인 구릉을 이용하여 

쌓은 토성(土城)으로 국내에서 성곽 발달 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축성된 

성곽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의 규모는 동서 약 380m, 남북 약 470m로 전체 

길이는 약 1,300m이다. 지금은 복개된 달서천의 지류가 입구 쪽 성벽 바로 

아래를 감싸 흐른다.

달성의 축조시기에 대한 이견은 많지만, 기록상 최초의 등장 시기는 신라 

첨해왕(沾解王) 15년(261)으로 성곽 역사상 가장 오래된 토성 기록임이 

확인되고, 이후 공양왕(恭讓王) 2년(1390)에 석축으로 개축되었다.

달성공원은 1596년 경상감영 설치, 그 후 일제강점기 1905년 일제가 이곳에 

신사(神社)로 조성하면서 공원이 되었다. 해방 후 신사 철거로 1969년 

달성공원으로 개원, 1970년 동물원을 개원하였다. 

달성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14년 건립된 대구신사의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물 

포함층이 노출되어 1917년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후에도 1960∼1970년대 

종합문화회관 신축과 동물원 조성 때 유물이 출토되었다. 달성의 옛 이름은 

달구화(達句火) 달불성(達弗城)에서 유래된 것이며 달성공원은 달구벌(대구의 

옛 지명)의 역사 그 자체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현재 달성공원의 

본모습인 달성토성 원형복원사업이 추진 중 이다.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네거리와 동산네거리의 중간지점. 

위치

역사

경관
달구벌의 토성을 공원화한 대구 시민의 가장 오랜 쉼터로 잔디광장, 자연생 

거수목과 조경수가 조화된 도심의 푸른숲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향토역사관, 관풍루, 최제우 동상, 민족시인 이상화 

시비 등과 대구광역시의 유일한 동물원이 있는 곳이다. 

초기 달구벌 역사의 중심지 달성토성

달성공원 관리사무소

      http://www.daegu.go.kr/Dalseongpark

      053) 554-7907

순종황제 남순:1909년 1월 7일과 12일 순종황제의 남순(南巡) 시 달성공원을 방문 

하였다.

참조

1. 달성토성
2. 달성토성의 겨울
3. 망경루와 석등

4. 대구12경 아이콘
5. 달성토성의 여름
6. 시민의 문
7. 달성토성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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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토성  달성공원, 사적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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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서성로 10, 계산오거리 인근 매일신문사 옆.

위치

영남 최초의 고딕양식 성당으로 가톨릭 선교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개적 

으로 미사를 집전할 수 있게 된 곳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장소이다. 1886년 한불조약 후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자, 1886년 초부터 

로베르 신부는 이호연 복사와 함께 신나무골(칠곡군 지천면 연화동)에 머물며 

경상도 전역에 걸쳐 활동하다 1891년 대어벌 임시 성당(중구 인교동)에서 

1897년 현재의 성당 부지를 매입하여 초가집을 임시 성당으로 사용 하였다.

1899년에 한식 목조 십자형의 성당을 지었으나, 1901년에 화재로 소실 

되었다. 그 후 1902년에 고딕양식의 성당을 다시 지었고, 1918년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설계는 로베르 신부가 하고 중국인이 공사를 

맡았다고 한다. 당시 대구에서는 처음 세워진 서양식 건물로, 입구에 두 개의 

종각이 우뚝 솟아 ‘뾰족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성당 건축은 고딕양식이 

가미된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화강석 기단 위에 붉은 벽돌을 쌓고 검은 벽돌로 

고딕적인 장식을 하였다. 

대구 지방에서 유일한 1900년대 성당 건축물로 김수환 추기경이 사제 서품을 

받은 곳이며 미술가 이인성의 작품에도 등장하는 나무가 있는 이곳은 역사를 

되짚어 보는 역사의 장이기도 하다.

역사

경관
건물은 적, 흙색 벽돌을 적절히 섞어 고딕양식으로 지었으며, 전체적으로 

라틴 십자형을 이루고 있다. 서쪽 출입구 좌우에 2기의 종탑을 세우고 그 

사이에 무궁화 모양의 스테인드그라스가 있다. 건축물의 아름다운 경관은 

3.1만세운동길 90계단에 올라서 동쪽방향으로 바라보면 계산성당 쌍탑의 

조화로움과 성당 내 주차장 쪽에서 바라본 성당 전면이 나오는 전경도 

아름답다.

김수환(金壽煥, 스테파노, 1922∼2009) 추기경:대구에서 독실한 카톨릭 집안의 

막내로 출생하여 1951년 계산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고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 되었다.

이인성(1912~1950) 나무 :1930년대에 그린 ‘계산동 성당’의 배경이 된 나무 

(감나무)로 ‘이인성 나무’라고 이름 지었다.

영남지방 최초로 지어진 고딕식 벽돌조 건물

계산성당

      http://www.kyesan.org

      053) 254-2300

참조

1. 대구 계산성당
2. 옛, 계산성당과 시가일부

3. 문화재 표지석
4. 성당 내부
5. 이인성 나무
6. 김보록 신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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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산성당  大邱 桂山聖堂, 사적 제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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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정부의 ‘일상장소 문화공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구 

근대문화골목 역사경관 조성’ 사업이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심 재생의 성공적 

모델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골목마다 숨어 있는 옛이야기를 끄집어내 골목투어 사업 확대 등 관광자원 

화로 이상화, 서상돈 고택을 중심으로 한 문학 테마거리와 3·1만세운동로를 

정비·복구해 연결짓고, 이를 또 다시 인근 약령시와 연계하는 대구 근대문화 

골목 역사경관 조성사업으로 2009년 그 빛을 발하였다. 2010년 대구의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 2012년 계산예가 오픈 및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 

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공동주관 ‘2012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었다.

중구 성내2동 일대, 종로, 남성로, 서문로 일대.

위치

역사

경관
근대문화골목의 코스는 동산동 선교사 주택지를 기점으로 3.1 만세운동길 

계단을 내려와 계산성당과 계산성당 벽화길이 끝나는 서성로에서 근대문화 

거리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접어들면 근대문화체험관(계산예가), 이상화·서상돈 

고택이 있는 약령길을 빠져나와 남성로의 제일교회에서 종로길로 들면 진골목, 

대구근대역사관이 있다. 

대구의 근대 민족저항의 거리, 약전골목, 기독교, 천주교 선교지로 대구의 

정체성이 심어져 있는 중요한 골목이며, 근대 대구의 모습이 보존된 거리이다. 

서상돈(徐相敦, 1850~1913):상점의 일꾼으로 시작하여 대구지역에서 큰 부자가 

된 민족자본가이며 천주교 신자로서 구제자선활동과 교육활동 등을 실천에 옮겼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하여 전국민이 구국운동에 참여 하도록한 

민족운동가이다.

이상화(李相和, 1901~1943) :현재 대구광역시 서문로 2가 12번지에서 태어나 

식민지 교육을 받고 일본 유학 중에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을 계기로 남다른 

민족의식을 가지게 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써서 민족혼을 일깨운 

한국인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는 서정적인 시인이자 저항시를 남긴 1920년대 

대표적인 시인이다.

진골목 : 약전골목 인근 종로의 샛골목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길다’를 ‘질다’로 

발음하는 대서 유래한 것으로 ‘긴골목’ 이라는 뜻이다. 달성 서씨의 집성촌 한옥과 

서양식 주택들이 다수 남아있다.

시간과 공간, 이야기가 녹아있는 골목

중구청

      http://gu.jung.daegu.kr

      053) 661-2000

참조

1. 대구 근대문화골목
2. 이상화고택

3. 영남대로
4. 3.1만세운동길 계단
5. 진골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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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근대문화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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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에 있는 조선시대 주택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살림채와 재실·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종 20년(1694)에 지은 안채와 광무 9년(1905)에 

다시 지은 사랑채가 살림채를 구성한다. 사랑채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동천서원 철거시 나온 자재 일부를 사용하여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안채와 

사랑채·재실·가묘·별묘 등이 조화를 이룬 큰 규모의 주택으로 조선 시대 양반 

주택과 그 생활 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마을의 경주최씨 종가 및 보본당 사당은 1982년에 대구시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1호로 

승격 지정 되었다. 숙종 20년(1694)에 지어 대구 지방에 있는 조선시대 주택 

중 가장 오래된 주택으로 조선시대 양반 주택과 그 생활 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동구 옻골로 195-5 일원,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에서 둔산로 방향으로 

약 4km.

위치

역사

경관
마을의 입구 가로수인 이팝나무와 보호수인 회화나무가 있는 마을 제일 

북쪽에 위치한 종가는 조선 인조 때 학자 대암 최동집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은 집이다. 종가집으로 가는 길의 소박한 담장 길을 따라 동편의 수백당을 

지나 종택으로 들어서면 백불고택 현판을 단 고택을 중심으로 동편으로는 

보본당이 있으면 서편으로는 자료실, 북편으로는 살림집이 배치되어 있다. 

옻골마을 옛 담장(등록문화재 제266호)은 흙 다짐에 돌을 박은 형식인 

토석담이 주류를 이루며 마을 안길의 돌담길은 대부분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둔산동경주최씨종가 및 보본당사당(屯山洞慶州崔氏宗家 및 報本堂祠堂):중요민속 

문화재 제261호. 경주최씨의 옻골 입향조(入鄕祖)인 최동집(崔東集, 1586~1661)의 

손자 최경함(崔慶涵)이 건립한 경주최씨의 종가(宗家)로서, 대구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 중의 하나이다.

경주최씨 광정공파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동구청 

      http://www.dong.daegu.kr

      053) 662-2000

참조

1. 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2. 옛, 옻골마을

3. 안내판
4. 최흥원정려각
5. 보본당
6. 종택가는 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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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大邱 屯山洞 慶州崔氏 宗宅, 중요민속자료 제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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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분군은 대개 5∼6세기경으로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지역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토착지배세력(土着支配勢力)의 집단묘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의 직경은 15∼20m, 높이 4m 내외의 봉분으로, 내부구조는 냇돌 또는 

깬돌로 4벽을 쌓고, 판판하고 넓적한 돌로 뚜껑을 덮은 직사각형의 돌방 

(수혈식 석곽분)이 있으며, 그 위에 자갈을 얹고 흙을 덮었다.

불로동 무덤들은 위치가 구릉이라는 점, 무덤 내부가 돌무지 무덤과 비슷하게 

깬돌로 지은 점, 그리고 돌방이 지나치게 가늘고 긴 점에서 낙동강 중류 

지역 계통임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유물의 형태나 질이 신라와 유사하여  

이 지역 세력의 복잡한 문화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불로동 고분군은 일제 강점기때(1938) 고분 2기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 

에는 경북 달성군 해안면에 속하여 해안면 고분군이라 불렀다. 그 뒤 1963년 

12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북대박물관의 발굴 조사에서 2기를  

추가 조사한 뒤, 해안면 고분을 포함하여 ‘대구 불로동 고분군’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동구 불로동 335, 불로삼거리에서 팔공산 방향으로 약 2.2km.

위치

역사

경관
이 고분군은 팔공산의 지맥이 길게 뻗어 내려와 경부 고속도로에 의해 분리된 

일대의 능선으로 불로동 및 봉무동, 도동의 구릉에 분포하여 있는 봉토분 

이다. 고분이 밀집된 이 지역은 대구의 고대역사를 공부하고 자연을 즐기는 

역사산책로이다.

고분(古墳) : 고분이란 글자 그대로 옛 무덤을 뜻하기도 하지만, 고고학에서는 

개념적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특정 시기의 무덤양식을 지칭한다. 고분의 종류로는 

토광묘(움무덤), 토관 옹관묘(독널무덤), 적석총(돌무지 무덤), 석곽묘(돌덧널무덤), 

석실분(돌방무덤), 즙석봉토분, 토광 적석묘 등이 있다. 

고분군 사이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능선

동구청 

      http://www.dong.daegu.kr

      053) 662-2000

참조

1. 불로동 고분군
2. 고분군의 가을

3. 표지판
4. 고분의 능선
5. 고분군의 봄
6. 고분군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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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불로동 고분군  大邱 不老洞 古墳群, 사적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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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약령시는 조정에 필요한 약재를 수집하기 위하여 1658년에 설치되었다는 

설과, 중국 또는 일본과 무역품으로서의 한약재를 수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효종 연간부터 경상감영 서편 객사 주변(중부경찰서 북편 일대)에서 정해진 

개시일 동안 열렸다.

도시와 약령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1907년 약령시는 오늘날의 약전골목 

으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1914년에 일본제국주의가 발동한 <조선시장 규칙>에 

의해 크게 위축 되었다. 이에 대구의 유력한 한약종상 양익순(梁翼淳)이 

주동이 되어 1923년 약령시진흥동맹회(藥令市振興同盟會)를 조직하여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연락의 

거점이 되어 지속적인 탄압을 받다가 1941년 약령시가 폐쇄되고, 광복 후 

약령시가 재개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다시 폐지되었다. 1978년부터 

대구한약협회 등이 대구약령시 부활운동을 벌였고, 한약재 상설시장이 

1988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통 한약시장으로 지정받았다.

중구 지하철 반월당역 인근인 남성로 거리로 약 630m.

위치

역사

경관
약전골목은 남성로와 동성로3가, 계산1ㆍ2가, 수동, 종로2가, 장관동, 상서동  

일부를 포함하는 거리를 말한다. 이 곳은 ‘한의약박물관’과 한약 관계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며, 근대건축물(제일교회, 교남 YMCA 등)이 있는 거리로 

도시의 역사가 현존하는 곳이다. 

교남 YMCA :미국인 선교사가 지은 건물로 1965년 이해영 정형외과의원으로 

사용되었다. 남성로와 면하고 측면으로 성밖골목을 연결하는 위치로 건물의 공간 

특성으로 큰 가치가 있는 곳이다.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1982년 한약재 전문 도매시장를 개설하고, 1985년 약전 

골목에 위치한 수협 남대구지점 2층에 ‘한약재 상설전시관’을 건립, 1993년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2009년 『약령시 한의약문화관』으로 재개관 하였다가 2011년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으로 승격하였다. 

조선시대 국내 제일 약전시장의 거점지역

중구청

      http://gu.jung.daegu.kr

      053) 661-2000

참조

1. 약령문
2. 옛, 남성로 일대

3. 표지석
4. 약령시한의약박물관 표지석
5. 약전골목
6. 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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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약전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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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교회는 1898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베어드)가 신도 정완식의 집을 

매입 하고 그 이듬해 아담스(J.E Adams) 선교사가 ‘야소교회당(耶蘇敎會堂)’ 

으로 명명한 경북지역 최초의 기독교 교회이다. 그 후 1908년 교세 확장에 

따라 야소(예수의 한자식 표기)회당을 헐고 새로 남문안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일제시대 동명(洞名) 개정으로 ‘남성정교회’라 하였다. 이 교회는 1931년 

철거되고 1933년 새 예배당이 완공되면서 ‘제일교회’로 개명하였다. 1936년에 

이주열 권사가 예배당의 우측부에 높이 33m의 종탑을 증측하였다. 

1969년 내부공사, 1981년 본당 뒤편으로 증측, 1995년 4월 화재로 인해 

내부와 지붕 등을 1997년에 보수하였다. 현재 제일교회는 1994년 동산동으로 

새 예배당을 신축하여 옮겨가고 남성로의 대구 제일교회는 제일교회선교관 

이라 부르고 있다.

중구 남성로 23, 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약전골목 남성로 거리.

위치

역사

경관
약전골목의 조형장식물 열주가 배열된 길 앞에 위치하며, 건축물 입구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 라고 

표기된 명판이 세월의 흔적을 나타낸다.

건물의 전체적인 양상은 평면이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이고, 앞면 중앙은 

3개의 반원 아치 현관이며, 출입구 위의 2층은 발코니로 구성되었다. 1층은 

사무실·유치원·청소년 예배실로 사용하고 2층은 전체를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교회는 대구 경북지역 최초의 기독교 교회로 선교사들이 근대적 의료 

및 교육을 전개하였던 거점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곳으로 중요하다.

에드워드 아담스(Rev. James E. Adams) :1895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1897년 

대구로 파송되어 1898년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대구 제일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의사인 존슨 선교사와 함께 제중원을 설립해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 병원이 지금의 동산병원이다.

대구·경북 기독교(개신교) 선교의 상징 
건축물

중구청

      http://gu.jung.daegu.kr

      053) 661-2000

참조

1. 대구 제일교회
2. 대구 제일교회의 
   첫 번째 성전

3. 명판
4. 제일교회의 가을
5. 옛, 대구 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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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일교회  大邱 第一敎會, 유형문화재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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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달구벌대로 2178, 지하철 2호선 경북대학교병원역 2번 출구.

위치

대구사범학교는 1923년 4월 1일 초등교사 양성을 위해 설치한 경상북도   

공립사범학교가 폐지되고 1929년 6월 1일 관립 대구사범학교로 신설되었다. 

학생들 중 일본인은 10명 정도이다. 졸업 후 의무적으로 몇 년간 교사로 

재직는 조건으로 수업료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수재들이 입학하였다. 하지만, 

일본인 교사들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로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갖는 비밀 

조직이 만들어졌다. 현준혁 교사가 주도한 ‘사회과학연구회’가 대표적이며 

1939년 ‘항일학생사건’과 1941년 문예부 비밀지 ‘반딧불’이 발각되는 사건으로 

참여자들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 학교는 1946년 10월 15일 대구사범대학으로 승격 후 1950년 10월 6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역사

경관
강당은 1925년 일제강점기에 대구사범학교 강당으로 지은 것으로 지금까지 

원형이 잘 유지되어 있다. 본관 건물은 정면 중앙에 사각기둥을 4개 세우고 

그 위에 평지붕을 올린 돌출 현관으로 되어 있고, 현관의 돌기둥 앞에는 공 

모양으로 만든 대형 장식 석물을 2개 올렸다. 

교정에는 항일학생의거 순절동지 추모비와 이 사범학교 출신 박정희 대통령 

친필 기념비가 있다. 본관 1층 건물에는 사범학교 학생들이 사용한 학용품과 

사진, 독립비밀결사를 통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전시된 역사관이 있다.

달구벌대로에서 보면 오픈된 담장 사이로 보이는 건축물은 근대도시역사의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사 현준혁: ‘100명의 교원이 각각 100명씩의 올바른 조선 사람들을 길러 내면 

10,000명이 된다’며 학생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시켰으나, 비밀조직이 밝혀져 

구속되고 학교에서 파면되었다.

항일학생사건:경부선 복선화 공사에 노력봉사로 동원되었던 학생들이 민족차별을 

심하게 했던 일본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다.

회지 ‘반딧불’:1940년 문예부 비밀조직에서 만든 회지이다. 이것이 1941년 경찰에 

입수됨으로써 이 관련자 35명이 전원 체포되고 5명은 감옥에서 순국했다. 

교육도시 상징인 도립대구사범학교

중구청 

      http://gu.jung.daegu.kr

      053) 661-2000

참조

1.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2. 옛,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3. 구 대구사범학교 강당
4. 담장 공사 전
5. 본관의 야경
6.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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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동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大鳳洞 舊 大邱師範學校 本館 및 講堂, 등록문화재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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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중구 달구벌대로 2029, 지하철 2호선 서문시장역에서 계산오거리 방향으로  

약 450m.

대구에는 개화기 선교사 주택으로 스윗즈주택(유형문화재 제24호), 챔니스주택 

(유형문화재 제25호), 블레어주택(유형문화재 제26호)이 있다.  

스윗즈주택은 미국인 선교사 스윗즈 여사(Miss Marttha switzer)를 비롯해 

계성학교 4대 교장인 핸더슨(H.H.Henderson), 계명대학교 초대학장인 캠벨 

(Archibad campbel) 등이 살았던 주택으로 1910년 또는 그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챔니스주택은 선교사이자 계성학교 2대교장인 레이너(Reiner)가 살던 

집으로 191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도 챔니스(Chamness), 

샤워텔(Sawtel) 등의 선교사가 살았고, 1984년~1993년까지는 동산병원 

의료원장인 마펫(H.F. Moffett)이 거주 하였다. 블레어 주택은 선교사인 

블레어(Blair)와 라이스(Rice)가 살던 집이다.

현재 각종 성경과 선교 유물, 기독교의 전래 과정 등의 사진 자료가 소장된  

스윗즈주택, 1800년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는 많은 동서양의 의료기기 등이 

소장된 챔니스 주택, 교육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민속자료가 소장된 

블레어 주택이 있다.

역사

경관
계명대 동산병원의 붉은 벽돌의 서양식 건물에 잘 가꾸어진 옛 선교사 사택인 

스윗즈주택(선교박물관), 챔니스주택(의료박물관), 블레어주택(교육·역사 

박물관)과 정원이 눈길을 끈다. 

1899년에 동산의료원 개원 당시 미국 의료선교사 존슨이 들여온 최초의 

사과나무 자손목(2000년 10월 대구시 보호수 1호로 지정)을 볼 수 있다.

남쪽으로는 선교사 묘지인 은혜의 정원이 있어 선교사주택지와 함께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또한 1922년 노산 이은상이 시를 쓰고 박태준이 곡을 

붙인 ‘동무생각’의 ‘청라언덕’이 푸른(靑), 담쟁이(蘿)가 무성한 선교사 사택의 

배경으로도 유명하며, 대구 근대 기독교 천주교 선교의 요충지이다. 1919년 

3월 8일 대구에서 일어난 3·1운동 당시, 계성미션스쿨과 대구고보(현 경북고) 

학생들이 동산병원 솔밭 사이에 집결해 서문시장 큰 장터로 몰려갔던 일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3.1만세운동길 90계단이 계산동으로 연결된다.

이국적인 아름다운 선교사 주택들과 
자연이 어우러진 길

중구청 

      http://gu.jung.daegu.kr

      053) 661-2000

1. 챔니스주택
2. 옛, 동산 선교사사택

3. 표지석
4. 블레어주택
5. 스윗즈주택
6. 은혜의 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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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동 선교사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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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은 조선시대 임진(壬辰)·정유(丁酉) 양란 이전까지는 대구군(大邱郡) 

대구읍성(大丘邑城) 북문 밖에 작은 하나의 읍성 향시(鄕市)로서 대구장 

(大邱場)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구장이 달라진 것은 1669년(현종 10) 경상 

좌·우도가 통합되고 경상감영이 대구읍성에 자리함으로써 인구의 증가, 

외부와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 등으로 자연스럽게 대구의 경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

1677년 대동법 실시로 현물공납을 포와 쌀로 대체함으로써 각종 농산물이 

시장으로 몰려들어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었다. 거래량이 늘어나자 북문 밖에 

있던 대구장을 17세기 후기에 경상감영 서문 밖(현재 동산파출소 인근)으로 

이전하였다. 이 때부터 시장 이름도 경상감영 서문 밖에 있다하여 대구 

서문시장이라 하였으며, 조선시대 3대 시장(평양장, 대구장, 강경장)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현재의 서문시장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시장의 재정비와 함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옮긴 곳이다. 이 장소는 ‘성황당못’이 있었고, 이 못을 메우기 위해 

오늘날 내당동, 비산동 고지대에 있던 고분군(古墳群)의 흙을 사용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서문시장을 무대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들로 시장이 왕성하게 활성화 되었다. 1950년대 포목부를 

중심으로 시장 주변에 섬유도매상들이 밀집하여 전국 최대의 포목시장을 

형성한 서문시장으로 번성했었다.

지하철 2호선 서문시장역 1번 출구에서 동산네거리 방향으로 약 400m.

위치

역사

경관
현재 서문시장의 대지면적은 27,062㎡, 건물 총면적은 64,902㎡이다. 

1지구부터 5지구, 동산상가·건해산물 상가 등 6개 지구로 구성되고, 약 

4,0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으며 상인 수는 2만여 명이다. 주거래 품목은 

주단·포목 등 섬유 관련 품목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원단시장이다. 그 

밖에 한복·액세서리·이불·의류·그릇·청과·건어물·해산물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된다. 달성로에서 동산상가 입구에 설치된 상징조형물을 통과하여 큰장로 

26길에 세워진 천막은 옛 장터의 느낌을 준다. 서문시장은 대구의 역사와 함께 

한 ‘큰장’으로 대구 경제의 중추적인 장소이다.

넉넉하고 구수한 인심이 넘치는 큰 장터

중구청

      http://gu.jung.daegu.kr

      053) 661-2000

1. 서문시장
2. 옛, 서문시장

3. 대구12경 아이콘
4. 상징문
5. 난전
6. 포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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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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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당(聖母堂)은 1917년 착공하여 1918년 완공되었다. 대구천주교회 초대 

교구장이었던 안세화(Demange) 주교가 루르드 성모굴을 본따 건축한 건물로 

루르드 성모굴의 크기와 바위의 세부적인 면까지 흡사하게 하였다. 

건물의 정면은 흑색벽돌을 사용하여 양단면에 각각 한쌍의 버팀대(Buttress)를 

세우고 그 사이에는 큰 반원 아치를 설치하여 좌우 대칭을 이루고 그 위에는 

좁은 간격으로 3줄의 수평띠를 두어 작은 반원 아치로 장식하였으며, 나머지 

벽면은 붉은 벽돌로 쌓았다. 

성모당의 동굴 윗면에는 ‘1911 EXVOTO IMMACULATAE CONCEPTIONI 

1918’이라고 쓰여 있는데, 1911은 대구교구가 처음 생긴 해를 가리키고, 1918은 

안세화(Demange) 주교가 교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청한 3가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해를 가리킨다. 그리고 ‘EXVOTO IMMACULATAE’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바친 허원에서’ 라는 뜻이다.

중구 남산로4길 112, 지하철 1호선 명덕역 4번 출구에서 자동차부속골목 

방향에 있는 천주교 대구교구청 내.

위치

역사

경관
교구청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앞쪽으로 넓은 마당을 두고 북향하여 배치된 

건물로, 외관은 화강석 기초 위에 흑색 벽돌로 각 모서리의 버팀벽과 수평 

띠를 구성하고 나머지 벽면에는 붉은 벽돌로 쌓았는데, 각 부의 비례 구성이 

아름답고 벽돌짜임이 정교한 건물이다.

루르드 성모(프랑스어:Notre Dame de Lourdes) :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열여덟 

번에 걸쳐 나타났다고 보고된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플로리앙 드망주(Florian Demange) :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가톨릭 

선교사로 한국명은 안세화(安世華, 1875~1938) 대구교구(大邱敎區)의 초대 

교구장이다. 저서로 ‘한국 대목구(代牧區) 창설 100년 기념서’(1931)를 발간하였다.

루르드(Lourdes) 성모굴 모양을 본딴  
천주교 성지

천주교대구대교구 

      http://www.daegu-archdiocese.or.kr/

      053) 250-3000

참조

1. 성모당
2. 성모당의 가을

3. 표지석
4. 십자가의 길
5. 성모굴 
6. 안세화 주교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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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당  聖母堂, 유형문화재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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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숭겸(?∼927)은 평산 신씨의 시조로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王建)을 

추대하여 고려의 건국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927년(태조 10) 신라를 도와 

공산(公山)에서 견훤(甄萱)의 군대에게 태조가 포위되자 김락(金樂) 등과 함께 

역전하여 이를 구출하고 전사하였다. 태조는 그의 죽음을 애통히 여겨 그의 

시신을 거두어 양주(지금의 춘천)에 묻고 전사한 자리인 이 곳 대구 공산에 

순절단(殉節壇)과 지묘사(智妙寺, 美理寺)를 창건하여 명복을 빌었다. 그 후 

지묘사는 고려의 멸망과 함께 폐사되었으나 1607년(선조 40) 경상도 관찰사 

유영순(柳永詢)이 이 자리에 표충사ㆍ표충단ㆍ충렬비를 건립하여 추모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서원훼철(毁撤)령에 의해 표충사가 훼철되자 1993년 후손들이 

표충재를 새로 지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동구 신숭겸길 17, 파군재 삼거리에서 파계사 방향인 지묘동 왕산 아래. 

위치

역사

경관
표충사 뒤의 왕산(王山)을 배경으로 신숭겸장군의 영정을 모신 표충사(表忠祠), 

왕건이 탈출하여 잠시 앉았다는 독좌암, 순절단(장절공이 전투시 입었던 피뭍은 

무장복장과 순절한 장소의 피 흘렸던 흙을 모아 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표충단, 

표충재, 충열비, 신숭겸장군나무 등이 있다.

역사의 자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이곳은 충(忠)의 모습을 되새길 수 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삶의 지표 및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의 개국공신을 기리는 유적지

동구청 

      http://www.dong.daegu.kr

      053) 662-2000

팔공산 왕건 길: 2010년 7월부터~2012년 2월까지 고려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동수전투 설화를 배경으로한친환경탐방로를 조성하였다. 테마길로는 용호상박길 

(4.3㎞ 신숭겸유적지~열재), 열린하늘길(4.5㎞ 열재~부남교), 묵연체험길(5.4㎞ 

부남교~물넘재), 문화예술길(3.3㎞ 물넘재~백안삼거리), 고진감래길(5.2㎞ 백안 

삼거리~평광종점), 호연지기길(5.0㎞ 평광종점~매여종점), 가팔환초길(3.3㎞ 매여 

종점~초례봉), 구사일생길(4.0㎞ 초례봉~동곡지)이 있다.

참조

1. 신숭겸장군 유적
2. 단소삼문

3. 문화재 표지석
4. 표충단
5. 표충재와 표충사
6. 묵연체험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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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숭겸 장군 유적  申崇謙將軍遺蹟, 기념물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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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구읍성에는 동, 서, 남, 북의 정문이 있고, 문에는 본루를 세웠는데 동은 

진동문, 서는 달서문, 북은 공북문(拱北門)이라 칭했고, 남문을 영남제일관의 

이라하였다.

영남제일관은 일제강점기에 철거 되었다가 1980년대에 재현되었다. 망우 

공원의 영남제일관 고증 당시 대구시가 펴낸 ‘영남제일관 고증 조사서’에는 

누각이 5칸으로 맞게 그려져 있는데, 중창한 건물은 3칸으로 성루(城樓)의 

위치·규모·품격 면에서 원형과 동떨어졌다는 설이 있다.

현재 남성로 약전골목과 종로가 만나는 네거리에 경상감영의 남문 기능을 했던 

영남제일관이 있었던 곳을 표시해둔 작은 표지석이 있다.

수성구 만촌체육공원 내.

위치

역사

경관
대구부수성비, 영영축성비을 지나 계단를 오르면 1980년대 복원된 영남 

제일관이 있다. 누각에 오르면 1906년 읍성이 철거될 때 대구 읍성의 모형과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니터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역사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구부수성비(大邱府修城碑):1870년 대구부사 김세호가 경상감영의 성을 보수한 

사실을 기리기 위한 ‘대구부수성비’를 세웠다. 이 비석은 원래 영남제일관 밖에 세웠 

으나, 1906년 대구읍성이 헐리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1932년 대구 향교로 

옮겼다. 그후 1980년 영남제일관이 망우공원에 재현되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영영축성비(嶺營築城碑) :1737년(영조 13) 경상도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 였던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진 대구읍성을 재건하였다. 그 규모와 공사 과정을 

기록한 영영축성비는 원래 영남제일관 밖에 세웠으나, 1906년 대구읍성이 헐리면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가 1932년 대구향교로 옮겼다. 1980년 영남제일관이 망우 

공원에 재현되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대구읍성시대의 읍성 남문

수성구청 

      htp://www.suseong.kr

      053) 666-2000

참조

1. 영남제일관
2. 옛, 영남제일관

3. 영남제일관 현판
4. 영남제일관의 야경
5. 옛 관문자리의 표지석
6. 대구부수성비와 영영축성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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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일관  嶺南第一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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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1999~2002)에 걸쳐 도시개발공사가 기존에 조성했던 면적 9,740㎡의 

월곡공원과 단양 우씨 종중이 소유한 낙동서원 및 식물원 부지, 장지산 일대 

등 면적 25,260㎡의 재실 주변지역을 한데 묶어 2002년 5월  월곡역사공원을 

조성하였다.

달서구 지하철 1호선 월촌역 4번 출구 인근.

위치

역사

경관
공원 면적은 35,000㎡로 향토의 역사, 전통문화 유산을 담은 공원으로, 

대나무숲을 따라 조성된 약 300m의 산책로를 비롯하여 소나무군락지, 

공원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으로 조경이 되어 있어 사계절을 도심 

내에서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박물관에는 보물 제1334호로 지정된 

‘화원우배선의병진군공책 및 관련 자료’, 농기구, 생활용품, 고문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의병장인 우배선(禹拜善, 1569∼1620) 등을 배향한 낙동서원(洛東書院), 

학문을 강론하던 강학소인 열락당(悅樂堂), 유학자 우동규의 강학소인 

덕양재(德陽齋) 등도 이곳에 있다. 그 밖에 민족정기탑, 의병장 우배선 선생 

창의유적비, 파리장서비, 의마비 등의 기념비를 세워 역사공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더불어 체력단련시설, 족구장, 게이트볼장,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어 체육행사, 문화체험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역사가 투영된 쉼터

달서구청 

      http://www.dalseo.daegu.kr

      053) 667-2000

월곡역사박물관(月谷歷史博物館) : 임진왜란에서 큰 전공을 세운 의병장 우배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박물관으로 유일한 임진왜란 의병 전공보고서인 보물 

제1334호 ‘월곡우배선임진왜란창의유록 및 관련문서(月谷禹拜善壬辰倭亂倡義遺錄 

및 關聯文書)’가 전시되어있다.

우배선(禹拜善, 1569~1621) : 본관은 단양(丹陽), 호는 월곡(月谷)이다. 1592년 

선조 25) 임진왜란 때 가재를 팔아 군자금을 마련하여 의병을 모집하였다.

화원(花園)과 달성(達成) 등지에서 낙동강과 금호강, 비슬산(琵瑟山)과 최정산 

(最頂山)을 중심으로 왜적을 격퇴하였다.

참조

1. 월곡역사공원
2. 옛, 월곡역사공원

3. 표지석
4. 낙동서원
5. 덕양재
6. 월곡우배선동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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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역사공원  月谷歷史公園



문화80 문화 81

육신사는 충효위인 유적 정화사업(1974~1975)의 일환으로 건립하였으며, 

충의정신을 깊이 되새기는 장소이다. 조선 세조 때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처형된 사육신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하위지(河緯地), 이개(李塏), 

유성원(柳誠源), 유응부(兪應浮) 등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처음에는 박팽년 

선생만 제사지냈으나, 현손인 계창공이 기일에 여섯 어른이 사당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꿈을 꾼 뒤 사육신의 제사도 함께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묘골은 순천 박씨 박일산(朴一珊)이 약 500여년 전 이 마을에 터를잡았다. 

박팽년의 손자이자, 박순(朴珣)의 유복자인 그는 단종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온 

가족이 화를 입었을 때  며느리 성주 이씨가 숨어 낳은 아이가 박비(朴婢)이다. 

박비는 여종의 아이로 자라다가 성종 때 자수하여 이름을 일산(一珊)으로 

고쳤다. 묘골은 밖에서 보면 마을의 전경이 보이지 않는 묘한 형태를 

이루었다고 하여서 묘골이라 하였다.

달성군 하빈면 묘리. 

위치

역사

경관
산세가 푸른 여름날 육신사로 가는 길은 충절문, 삼충각, 외삼문, 홍살문, 

사당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풍경이 새롭다. 마을의 좌우 산세를 따라 형성된 

묘골마을 어귀의 백일홍도 볼거리이다. 박팽년의 유복 손인 박일산이 지은 

정자 태고정과 사육신 기념관이 있다. 그 외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사용되던 

집인 도곡재도 육신사 어귀에 자리하고 있다.

달성 태고정(達城 太古亭, 보물 제554호):1479년 박팽년의 손자인 박일산이 세운 

별당건축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타서 일부만 남았던 것을 

1614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일명 ‘일시루(一是樓)’라고도 한다. 현재 대청에는 

임진왜란 후 치찰사(治察使)로 온 윤두수의 한시를 새긴 현판과, 정유재란 후 명군 

(明軍) 선무관이 남긴 편액 들이 있다. 

도곡재(陶谷齋, 유형문화재 제32호) :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사용되던 집으로 

1778년에 대사성인 서정공 박문현이 살림집으로 세운 건물이다. 1800년 경에 도곡 

박종우의 공부방으로 이용하면서 그의 호를 따서 도곡재라하였다.

달성 삼가헌(達城 三可軒, 중요민속문화재 제104호) : 박팽년의 11대 손인 

성수(聖洙)가 1769년에 이곳에 초가를 짓고 자신의 호를 따라 삼가헌이라 한 

것이다. 그 뒤 그의 아들 광석(光錫)이 1783년 이웃 묘골에서 현재 위치로 분가한 

다음 1826년 초가를 헐고 안채와 사랑채를 지었다.

충절의 상징인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

달성군청

      http://www.dalseong.daegu.kr

      053) 668-2000

참조

1. 육신사
2. 육신사 전경

3. 육신사 현판
4. 기념비
5. 태고정
6. 삼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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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신사  六臣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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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유래는 관봉이 곧 우리말로 갓바위, 또 머리에 마치 갓을 쓴 듯한 

넓적한 판석(板石)이 올려져 있어서 유래한 것이다. 이 부처님은 화강암 한 

돌로 만든 것으로 불상의 광배(光背)는 없지만, 뒤쪽에 마치 병풍을 친 듯 

기다랗게 바위가 둘려 있다. 이 자연 바위를 광배로 삼았기 때문에 따로 

광배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갓은 자연판석(自然板石)을 올려놓은 

모양이며 불상과 석질은 같지만 조각술이나 전체 균형 등으로 미루어 보아 

판석을 올리는 양식이 유행했던 고려시대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갓바위 부처님은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수제자인 의현대사(義玄大師)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638년(선덕왕 7)에 조성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불상의 전체적 양식으로 보아 8~9세기의 것으로 약사여래상(藥師如來像) 

으로 추정된다. 

팔공산 능선의 최동단 봉우리 관봉 정상.

위치

역사

경관
갓바위로 가는 길은 능성동 집단시설지구에서 관암사를 거쳐 오르는 길과 팔공산 

동쪽의 약사암 길(약 30분 정도), 북쪽의 선본사 길 3개 등산길이 있다.

갓바위는 전체 높이 4m인 좌불로 정좌한 거대한 불상이다. 머리 위에 두께 

15㎝, 지름 180㎝ 정도의 평평한 돌 하나를 갓처럼 쓰고 있어 갓바위라 불린다. 

갓바위 부처는 한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어 사시사철 기도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다.

약사여래(藥師如來) : ‘약사유리광여래(藥師琉璃光如來)’,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 

하며,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없애며 현세의 복락을 이루게 하는 부처를 

말한다. 약사여래는 동방 정유리세계(淨琉璃世界)에 살면서 중생의 고통을 소멸 

시키겠다는 12가지 서원(誓願)을 세워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의왕(醫王)으로서 숭앙받았다. 

한가지 소원을 들어 준다는 불상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http://www.daegu.go.kr/Palgongpark/

      053) 982-0005

참조

1. 팔공산 갓바위
2. 갓바위 전경

3. 갓바위의 새벽
4. 기도 도량
5. 관봉석조여래상

1

2 5

4

3

팔공산 갓바위  관봉석조여래좌상, 冠峰石造如來坐像, 보물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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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년(신라 소지왕 15)에 극달(極達) 스님이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寺)라 

부르다가 832년(흥덕왕 7) 심지(心地) 대사가 중창하였다고 한다.

이 때 겨울이었지만, 절 주위에 오동나무 꽃이 만발하여 그때부터 동화사 

(桐華寺)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진표 율사의 사상을 계승한 

심지(心地) 스님이 팔공산에 와서 절을 세우니, 이곳이 바로 동화사 첨당(籤堂) 

북쪽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기록이 있다.

통일약사여래대불:1990년 착공하여 1992년 점안을 하였다. 석조대불의 규모는 

높이 17m, 최대둘레 16.5m로 지하암반에서 참배단까지는 총 33m이다.

부속시설로는 석탑2기, 석등2기, 참배단, 배면 병풍석, 석조대불 주변석실, 108계단, 

통일대전 등이 있다.

동구 백안삼거리에서 팔공산 순환도로를 따라 약 3.7Km.

위치

역사

경관
팔공산 속에 자리한 동화사의 건물은 대부분 영조 때 세운 것으로, 대웅전을 

비롯하여 연경전, 천태각, 영산전, 봉서루, 심검당, 응향각 등이 있으며 비로암, 

부도암, 내원암, 양진암, 염불암, 약수암 등 6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있다.

오동나무숲에 둥지를 튼다는 봉황새를 상징하는 누각 봉서루를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동화사의 중심 전각인 대웅전이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다포(多包)양식의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 웅대한 

건물로 뒤틀린 나무를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해 자연미를 살리고 있다. 

동화사 동편 진입로에 위치한 삼층석탑(보물 제248호), 통일약사여래대불은 

석불의 몸체 안에 미얀마 정부가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 2과를 모셨고, 대불 

앞에는 국내최대 규모인 17m의 통일석탑 2기와 7.6m의 통일석등 2기가 있다. 

동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이자, 팔공산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문화재의 보물창고이다. 마애불 좌상(보물 제243호), 당간지주(보물 제 

254호)와 부도(보물 제601호), 금당암 뜰의 3층석탑(보물 제248호), 비로암의 

3층석탑(보물 제247호)과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 등과 ‘속장경’의 

판본 135판이 있다. 이 판본은 1970년에 발견된 것으로, 한국의 인쇄문화사 

및 불교 경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많은 문화재가 있는 불교문화의 산지인 

동화사는 청정한 심신을 추구하는 도량의 장이다. 

팔공산 자연과 동화된 사찰

팔공산 동화사 

      http://www.donghwasa.net 

      동화사 종무소 053) 982-0101

참조

1. 동화사
2. 옛, 동화사 사찰 

3. 동사심승 아이콘
4. 동사심승 한시
5. 대웅전
6. 통일약사여래대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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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동화사  八公山 桐華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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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사는 동화사의 말사로 7세기경에 창건되었으며 신라시대에 선덕여왕의 

축원당으로 사세를 크게 떨쳤다. 경내에 선덕여왕을 모시는 사당 ‘선덕묘’ 

(善德廟, 현재 숭모전)가 있다.

숭모전은 연성타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여 1987년부터 선덕여왕 숭모제를 

봉행했으며, 1989년 숭모전을 기공하고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이 장소는 고려시대에는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판각한 초조대장경을 

보관하였던 곳이며, 그리고 해인사의 팔만대장경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구 백안삼거리에서 파계사삼거리 방향 중간지점.

위치

역사

경관
옛 절터는 거의 포도밭으로 변해 버렸으나, 축대, 초석, 수조, 당간지주 등 당시 

돌조각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절터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도 건물 초석, 석탑, 석등 등의 부재들이 남아 있다. 이들은 당시 부인사의 

규모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부인사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내에는 대웅전, 삼성각 외에 선덕여왕을 모신 숭모전이 있다.

부인사 석등(유형문화재 제16호), 부인사 부도(유형문화재 제28호), 부인사  

일명암지 석등(夫人寺逸名庵址石燈, 문화재자료 제22호) 등의 문화재가 있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고려가 거란(契丹)의 침입으로 개경(開京)이 함락 당하자 

불교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1011년에 시작하여 1087년에 완성한 고려 

최초의 대장경이다. 경판은 고려 성종대에 전래한 송의 개보판(開寶版) 대장경과 

국내에서 전해 내려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처음 작업이 이루어졌고 문종 때에는 

새로 전래한 거란의 대장경까지 제작에 참고하였다.

그 규모는 대략 6천 권 정도의 분량으로서 당시의 한역(漢譯) 대장경으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이었다. 대장경의 조판 작업은 흥국사, 귀법사 등 여러 

사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경판은 흥왕사 대장전(大藏殿)에 한동안 보관되었다가 

대구 팔공산의 부인사(符仁寺)로 옮겨졌다. 

1232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몽고와의 

항전이라는 호국의 의지를 담아 대규모 작업을 다시 시도한 것이 해인사 대장경판 

(팔만대장경)의 각판이다. 

팔공산 동쪽 기슭에 자리잡은 사찰

동구청 

      http://www.dong.daegu.kr

      053) 662-2000

참조

1. 부인사
2. 옛, 부인사

3. 표지석
4. 대웅전
5. 석탑유구
6. 동탑, 서탑, 석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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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부인사  八公山 符仁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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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역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강의 생명과 생태계의 복원 

및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생태하천 조성, 보 설치, 제방과 

저수지 보강 등의 세부사업을 하였다. 2011년에 준공된 낙동강의 대표적인 

강정고령보는 4대강의 10경 중 제 6경으로 대구시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낙동강의 보(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달성군 강창교에서 죽곡 2택지지구 방향으로 약 2km.

위치

역사

경관
낙동강에 세워진 8개 보 중 가장 길이가 긴 보로 보의 전체 길이는 953.5m, 

고정보 833.5m, 가동보 120m로  설계되었다. 보의 디자인은 ‘후기 가야시대의 

중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우륵이 가야금을 타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물풍금 계단과 높이 솟아 있는 탄주대로 차별화된 외관상 특징이 있다. 

4대강 보 중에서도 경관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강정고령보의 대표적 전망 

장소인 탄주대에서 보는 해 질 녘 드리운 낙조와 야간경관은 일품이다.

인근에는 4대강 문화관(디아크), 생태하천, 자전거길, 운동장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되어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디아크: ‘The ARC는 Architecture of Culture / Artistry of River Culture’의 

약자이다. 건축과 전시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의 문화관으로 건축가 

하니 라시드(Hani Rashid)가 설계했다.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사업은 2008년 시작된 한국형 뉴딜, 녹색 뉴딜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다.

낙동강  지명 : 낙동강의 원래이름은 삼국시대엔 ‘황산강’ 또는 ‘황산진’이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낙수’, ‘가야진’, ‘낙동강’ 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이긍익(李肯翊, 

1736~1806)이 지은 <연려실기술> ‘지리전고(地理典故)’ 편에 ‘낙(洛)동(東)은 

상주의 동쪽을 말함이다’ 라고 적혀 있듯이 ‘낙동’은 ‘가락의 동쪽’이란 뜻으로 

‘가락’은 삼국시대에 가락국의 땅이었던 지금의 경상도 상주땅을 가리킨다.

낙동강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는 보

4대강 이용도우미

      http://www.riverguide.go.kr

      1577-4359

참조

1. 강정고령보의 여명
2. 강정고령보의 야경

3. 대구12경 아이콘
4. 디아크
5. 강정고령보의 겨울
6. 강정고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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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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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역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의 축으로서 신천(新川)은 남측 비슬산에서 

시작하여 가창 용계에 이르러 팔조령 부근에서 시작하는 대천과 합류하여 

침산동을 거쳐 금호강에 이르는 지방하천으로 총길이 12.5㎞, 유역면적은 

165.3㎢에 이른다.

1776년(정조 1) 대구판관으로 부임해온 이서(李逝)가 홍수피해를 줄이고자 

1778년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제방을 쌓았는데 은혜를 입은 주민들이 ‘이공제비’ 

를 세워 그를 기리고자 하였다.

가창 용계천과 팔조령 부근에서 시작하는 대천이 합류하여 침산동을 거쳐 

금호강과 만나는 지점.

위치

역사

경관
신천대로와 함께하는 앞산순환도로의 시작 지점인 상동교에서 북대구IC 

가기 전의 침산교까지(약 9.1㎞) 지방 1급 하천이다. 하천연장 12.4㎞, 

제방연장 21.1㎞, 둔치조성 560,000㎡(좌안 8.7㎞, 우안 12.4㎞)이며 둔치에는 

수목(느티나무), 잔디, 화단, 체육시설물, 편의시설 등이 있다.

도심 내 남북축을 따라 물길이 흐르는 신천은 인간친화적인 자연공간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대구시민의 훌륭한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또한, 수달, 

청둥오리, 왜가리, 해오라기 등도 서식하게 되어 조류서식지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다.

도심을 품고 아우르는 생명의 젖줄

시설안전관리사업소

      http://www.daegu.go.kr/Facility/

      053) 589-5827

참조

유형문화재 제23호): ‘이공제비’는, 대구판관 이서가 홍수 피해를 줄인 치적을 

기리기 위해 1797년 대구 주민들이 세운 것이다. 또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 

는 이범선이 대구지방 수령 재직 당시인 1898년에 큰 홍수가 나 대구읍성이 

위험하게 되자 보수공사를 하였다. 이 업적을 기리고자 1899년(광무 3) 

백성들이 비를 세워 이공제비와 함께 보호해 왔다.

1. 대구 신천
2. 옛, 신천과 대구철교

3. 대구12경 아이콘
4. 신천의 여름
5. 신천의 가을
6. 신천 전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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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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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역

1917년 대구역네거리에서 반월당네거리까지 도심을 관통하는 제일 넓은 

도로(약 22m)로 ‘중앙통’(中央通)이 개통 되면서 금융기관, 식당, 양복점, 

잡화점, 극장 등의 상권이 형성되었다. 

1946년 이후 ‘중앙로’로 변경이 되었으며 2004년 ‘중앙대로(북구 경상북도청 

부터 남구 주한 미군 워커기지까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8년~2009년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였다.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도심 상업지 쇠퇴를 막고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도심 상업지구에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여 보행자 전용공간 

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말한다.

대구역(大邱驛):1901년 경부철도주식회사(京釜鐵道株式會社)가 설립되고, 1904년 

1월 대구 북문밖(현 대구역 인근) 남부공사건설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대구역은 

1905년 1월 부산~대구간 철도가 개통되어 기차가 처음 운행되었다. 그리고 1913년 

12월 목조 2층 르네상스 양식의 역사 준공, 1978년 12월 15일  신축 역사 준공, 

2003년 1월 17일  민자역사를 신축 준공하였다.

중앙로 :1922년 대구부(大邱府) 도시계획에 따라 대구역으로부터 과거 성내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통 도로가 개설되고, 1924년 대구역 전면 동서방향의 

대로인 금정통(태평로)이 조성되어 대구역 인근과 중앙통에 일본인 위주의 근대적인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까지 약 1.05km.

위치

역사

경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시내버스 우선 통행 지정 운영으로 기존 4차로 

에서 2차로로 축소하고, 보도는 4m에서 8~12m로 확대하여 보행자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였다. 

공공시설물 정비로는 버스쉘터, 버스정보안내기(BIT), 표지판, 미디어 조형분수 

등의 설치로 편의를 도모 하였으며, 조경시설로는 가로수, 수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아시아 최초의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으로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됨에 따라 경관조망이 

변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대중교통 도로

중구청

      http://gu.jung.daegu.kr

      053) 661-2000

참조

1. 대중교통전용지구
2. 옛, 중앙로

3. 수공간과 조경
4. 대중교통전용지구 전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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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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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로 결정된 후 1997년 착공하여 2001년 

완공하였다. 2001년 대륙간컵축구대회,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등 주요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종합경기장이다. 2003년 자동차극장 준공, 2007년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을 준공하였으며, 2008년 월드컵경기장을 

대구스타디움으로 개칭하였다. 

2001년부터 국내외 대회를 거치면서 시설의 우수성을 검증 받은 대구 

스타디움은 우천 시에도 관람객 72%가 비를 맞지 않고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2011대구세계육상대회 시 주경기장 대구스타디움을 몬도트랙으로 

교체하여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수성구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에서 수성IC 방향으로 약 2Km.

위치

역사

경관
대구스타디움은 주경기장 6만 5,857석, 보조경기장 2,500석 규모로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외관과 첨단시설을 갖추었으며 지하3층, 지상3층의 

경기장 면적은 40,284㎡이다. 이외에도 수변건물, 헬리포트, 주차장, 휴게 

음식점, 야외무대, 자동차극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있다.  

경기장 지붕은 지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전 세계인을 한 지붕 안에 

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국 전통의 초가지붕이 가진 아름다운 

곡선미를 도입하였다. 

수성IC를 진입하면서 보이는 대구스타디움은 대구관문 조망권으로 도시 

이미지를 스포츠의 메카,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한다. 인근에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상징하는 대구미술관이 있다.

몬도트랙:이탈리아의 트랙 전문 제조회사 몬도에서 만든 육상 트랙으로 선수들이 

표면을 밟을 때 사용하는 지압의 최대량을 그대로 돌려주도록 설계 되어 ‘육상계의 

기록 제조기’라고 불리는 ‘꿈의 트랙’이다.

대구미술관 :수성구 삼덕동 374에 위치한 대구미술관은 2011년 5월 26일 개관 

하였다. 건물의 구성은 지하1층(프로젝트 룸, 수장고, 기계설비설), 지상1층(1전시실, 

어미홀, 강당, 사무공간), 지상2층(2~5전시실), 지상3층(정보센터, 휴게공간) 으로 

구성되어있다.

함성, 도전, 열정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스포츠의 장

수성구청

      http://www.suseong.kr

      053) 666-2000

참조

1. 대구스타디움
2. 스타디움의 야경

3. 대구12경 아이콘
4. 스타디움의 수공간
5. 스타디움 원경
6. 대구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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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스타디움



도시98 도시 99

내당역

대구오페라하우스 부지는 삼성그룹 발전의 모태가 된 제일모직 공장 터로 과거 

삶의 애환이 담긴 역사적인 장소로 기억되는 곳이다. 

북구 칠성동(七星洞)에 있는 시립 오페라극장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대구 지역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제일모직(주)이 1996년 제일모직 

대구사업장을 구미로 이전하면서 일부 공장터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어 

(2000년 11월 착공, 2003년 8월 5일 준공) 대구광역시에 기증한 것이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국내 최초의 단독 오페라 전용극장이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IOP(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2003년 8월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과 동시에 대구를 세계적인 오페라 메카로 만들기 위해 

‘2003 대구오페라축제’를 기점으로 2012년 10회를 맞이하였다. 대구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또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 

대구 제일모직공장 :1954년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1910~1987)선생이 제일모직 

공업주식회사 설립하였다. 이후 1976년 현재의 제일모직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약 

40여년 동안 운영하다가 1996년에 구미로 공장을 옮겼다. 2000년 칠성동 2가  

옛 대구공장 부지에 대구오페라하우스 기공하고 2003년 완공하여 기증하였다.

북구 대구역에서 북쪽 중앙대로 방향으로 약 360m.

위치

역사

경관
오페라하우스의 대지면적은 8,660㎡, 연면적은 17,189㎡, 건축 면적은 약 

1,400평으로 건물은 지하 2층과 지상 4층의 규모이다. 

외관 디자인은 경쾌한 유리재질로 곡선 처리하여 그랜드피아노 형상의 지붕과 

함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내부 평면은 말발굽형(Horseshose-shaped)이고 1,508석의 객석으로 

오페라와 같은 청각과 시각을 동원해 보고 듣는 예술 장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야외 광장에는 2010년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선생의 동상이 조성 

되어있다.

국내 최초 단독 오페라 전용극장

대구오페라하우스

      http://www.daeguoperahouse.org

      053) 666-6000

참조

1. 대구오페라하우스
2. 오페라하우스의 야경

3. 안내사인물 
4. 이병철 선생 동상
5. 오페라하우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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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오페라하우스



도시100 도시 101

내당역

대구직할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1984년 10월에 착공하였으나 사업 

시행사의 사정으로 한차례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다. 그 후 대구 지역의 

건설사인 (주)우방이 재착공을 하면서 타워가 1992년에 완공되었다.

공식명칭은 우방타워지만 대구시민들에게는 ‘대구타워’,  ‘두류타워’, 

‘두류산타워’로도 불렸던 우방타워는 종합테마공원인 우방타워랜드를 1995년 

3월 28일 개장하였다. 그 후 E월드에서 인수하면서 2011년 우방타워의 

명칭을 83타워로 변경하였다. 83타워 명칭은 타워높이가 83층(해발 260m)에 

이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달서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 15번 출구에서 약 350m.

위치

역사

경관
다보탑 형태의 팔각형 구조로 지어져 안정감과 한국의 전통 건축미를 잘 

살렸다는 평을 듣고 있는 대구타워(83타워)는 대구를 상징하는 하늘의 궁전이며 

대구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통신 홍보관, 과학관, 기획전시관, 

회전레스토랑 등이 있다. 대구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대구타워는 대구시민의 

휴식공간과 관광명소로 사랑을 받고 있다.

2010년 수성구 두산동의 수성SK리더스뷰(217m)가 완공되기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시설물로 대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한다.

도심 속에 우뚝 솟은 대구의 랜드마크

E월드

      https://www.eworld.kr/tower/01.htm

      053) 620-0001

1. 대구타워(83타워)
2. 대구타워와 시가지

3. 대구12경 아이콘
4. E월드
5. 대구타워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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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타워  83타워



도시102 도시 103

내당역

동대구로는 너비 70∼80m이며, 왕복 12∼16차선으로 1974년 5월 1일 

도로명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 초 대구 관문인 동대구의 가로수 ‘히말라야시더’ 

380그루가 동대구로에 처음 뿌리를 내린 후 대구의 첫인상으로 각인되는 

상징적인 가로길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도 제1회 아름다운 숲 가꾸기 전국대회 우수상 수상을 받을 만큼 그 

경관이 아름답다. 히말라야시더 가로수와 녹지가 인상적인 대구의 대표 대로 

이며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뽑은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에 등재되어 

있다.

동구 파티마삼거리에서 수성구 두산오거리까지로 약 6.7km. 

위치

역사

경관
동대구로를 통과하는 구는 동구와 수성구이다. 동대구로의 가로변에는 동대 

구역, 동부소방서, MBC방송국,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 

무역회관, 대구경북본부세관, 법원 등 공공기관과 주상복합아파트 및 업무용 

빌딩이 즐비하다. 

향후 2015년 동대구로는 대구의 주요 관문인 동대구역의 동대구 복합 환승 

센터(3만 6094㎡)가 준공되면 시너지효과로 도시의 랜드마크로 부상 될 

것이다. 더불어 이 도로는 동대구역과 동대구로 주변의 대규모 건물 신축으로 

스카이 라인이 바뀔수 있는 잠재적인 장소이다.

히말라야시더(Cedrus deodara Loudon) :히말라야삼나무, 개잎갈나무 라고도 

한다. 높이 30∼50m, 지름 약 3m정도이고 가지가 수평으로 퍼지고 작은 가지에 

털이 있으며, 밑으로 처진다. 관상용, 공원수, 가로수, 건축재, 가구재로 이용된다.

대구의 첫인상으로 각인되는 상징 관문로

수성구청

      http://www.suseong.kr

      053) 666-2000

동구청

      http://www.dong.daegu.kr

      053) 662-2000

참조

1. 동대구로
2. 동대구로의 야경

3. 동대구로의 겨울
4. 동대구역 고가교
5. 동대구로 전경
6. 동대구로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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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로



도시104 도시 105

내당역

1907년 대구읍성의 동쪽 성벽이 사라진 자리에 난 새길이 동성로(東城路) 

이다. 1914년 ‘동성정’(東城町)이라 하였다가 1946년에 ‘동성로’로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대구역을 이용하여 청도나 밀양으로 가는 주민들의 잦은 

왕래로 북쪽지역 동성로(현재 교동)가 활성화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모이면서 교동시장이 생겼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영화관, 백화점 

등이 형성되면서 번화가로 부상되었다.

중구 중앙파출소에서 대구백화점을 지나 대구역 앞 대우빌딩까지 약 0.92㎞. 

위치

역사

경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은 대구읍성의 

역사성을 회복, 동성로에 도시정체성을 부여하였다. 

가로등의 위치와 높이는 동성로를 따라 세워졌던 읍성에 불을 밝히는 횃불의 

상징으로 읍성의 높이를 고려한 디자인이며, 읍성길을 따라서는 가로수를 

심고 화강석 장대석 길(가로 30cm, 세로 150cm)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크고 

작은 쇼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로드샵을 비롯해 오픈 스페이스인 

3개의 마당(남장대마당, 동성로마당, 동장대마당)에서 축제,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는 동성로는 현시대의 시민공간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진동문(鎭東門)표지석 : 대구읍성의 성문중 하나로 현재 동성로 SC제일은행 

대구지점 앞 네거리에 표지석이 있다. 진동문이라 이름을 붙인 것은 경상 감영의 

진영(군부대)이 있었던 동쪽 문이라 ‘진(鎭)’ 동문이라 불렸던 것을 추측 하고 있다.

교동시장 :1950년 한국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대구로 모이면서 생긴 시장으로 미군 

부대에서 나온 군수품과 암달러가 거래되는 등으로 속칭 ‘양키시장’ 이라고 하였다. 

1956년 정식 시장허가를 받았고, 현재 먹자골목, 옷가게골목, 전자골목, 귀금속거리 

등 다양한 품목들이 거래되고 있다.

옛 성곽길에 살아 숨쉬는 젊음의 가로광장

중구청

      http://gu.jung.daegu.kr

      053) 661-2000

참조

1. 동성로
2. 공공디자인 사업 전의 거리 
3. 근대시대의 동성로

4. 대구12경 아이콘
5. 남장대마당
6. 동성로의 야경
7. 야외무대
8. 진동문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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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도시106 도시 107

두류산은 산이 둥글게 펼쳐져 있다고 하여 ‘두리산’으로 부르던 것을 지명이 한자화 

될 때 같은 의미의 ‘주산’ 또는 ‘두류봉’으로 쓰여 오다가 근래에 와서 부르는 

명칭이다. 

성당못은 옛날에는 성댕이, 상댕이라고 불리다가, 1910년부터 성당동(聖堂洞) 

이라고 불렸는데, 동네 이름을 따서 성당못이라고 했다. 이곳 성당못이 있던 자리는 

조선 중엽 채씨 성을 가진 판서가 살던 집터였는데, 국풍(나라에서 지정한 공인 

풍수가)이 이곳을 지나다 보니 그 자리가 아주 명당이라 장차 임금이 태어날 

명당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못을 만들었다고 한다. 

1965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1977년부터 개발된 도시 근린공원으로서 시민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달서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 14번 출구에서 약 350m. 

위치

역사

경관
두류공원은 두류산과 금봉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원으로 E월드가 있는 곳은 

두류산이고, 문화예술회관 뒷산은 금봉산이다. 공원 내에는 E월드, 두류도서관, 

야외음악당, 대구관광정보센터, 각종 체육시설과 문화예술회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두류공원 경관개선 사업으로 완공된 오픈 스페이스 광장, TIME POLE 

잔디마당, 바닥분수마당, COLORFUL DAEGU 포토존, 관광정보센터 및 솟대광장 

야간경관 조명 등 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공간으로 재창조되었다. 

두류야구장 서편의 ‘낙우송’과 두류수영장 안쪽 선수촌 앞의 400년 된 배롱나무 

(목백일홍)는 그 역사의 흔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지역 문화예술의 선도자로서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를 기획하여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문화쉼터로 자리하고 있다. 1981년 건립기본계획 수립 후 

1983년 설계완료(설계자:김인호)하였다. 1990년 공연관 개관, 1991년 전시관 개관, 

1993년 예련관을 개관 하였다.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L.) : 중국이 원산지인 낙엽활엽소교목으로 

나무의 키 5~6m 정도로 구불구불 굽어지며 자라고 표면은 옅은 갈색으로 

매러우며 얇게 벗겨지면서 흰색의 무늬가 생긴다.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목백일홍(木百日紅)나무라고 하며, 가지 끝에 달리는 원추화서의 꽃은 홍자색 으로 

피며 늦가을까지 꽃이 달려있다.

문화와 자연이 있는 휴식공간

두류공원관리사무소

      http://www.daegu.go.kr/Duryupark/

      053) 625-1949

내당역

참조

1. 두류공원
2. 두류공원 전경

3. 표지석
4. 문화예술회관
5. 성당못
6. 타임폴 잔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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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공원



도시108 도시 109

내당역

대구시에서 2011년 조망점 경관사업으로 추진한 전망대는 전망 데크 200㎡, 

등산로(경관개선 100m), 편의시설(벤치, 안내판 등)의 설치로 앞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자연경관 속에서 대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비파봉 정상, 해발 

500m)로 시민들이 대구 애(愛)를 교감할 수 있는 장소이다.

남구 앞산(비파산) 정상.

위치

역사

경관
앞산전망대는 대덕문화전당 방면이나 안지랑골에서 등산로를 이용해 도보로 

가면 약 1시간 정도, 큰골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케이블카 정상의 북측 18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전망대 전면부 난간에는 10mm 두께의 강화유리가 설치되어 트인 조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망대는 액자프레임 형태로 조명이 설치되어 야간에는 

안지랑 주변에서 앞산을 바라보면 불빛을 볼 수 있다. 

앞산 :대구광역시 남쪽에 위치한 해발고도 660.3m의 산이다. 1832년 편찬된 

《대구읍지》에 의하면 성불산(成佛山)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대덕산이라고 하였다. 

대구 시민들이 ‘앞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구의 앞쪽에 있는 산’ 이라는 뜻이다. 

산성산, 대덕산, 성북산이 주변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대구시에서 가장 큰 

도시자연공원으로 1971년 앞산 일대를 앞산공원으로 고시하였다.

사각프레임 속에 담은 대구 전경

남구청

      http://www.nam.daegu.kr

      053) 664-2000

참조

1. 앞산전망대
2. 앞산전망대 공사 전

3. 앞산전망대의 여름
4. 앞산전망대의 야경
5. 앞산전망대 근경
6. 앞산전망대와 시가지 

1

2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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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전망대  비파산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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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O는 1997년~2000년에 걸쳐 화성산업에 의해 완공이 되었다. 지방의 

전시컨벤션센터로는 개관 1호로, 전시컨벤션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해 1995년 (주)대구종합무역센터 법인으로 설립하여 2000년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준공, 2001년 개관된 첨단 전시ㆍ컨벤션센터이다. 

2011년 5월 확장하여 전체 연면적이 14만 5,952㎡로 늘어났으며 23,000㎡의 

전시면적과 12,000㎡의 컨벤션 회의공간을 갖추어 국제규모 전시ㆍ컨벤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신관 EXCO는 건축단계부터 그린컨벤션센터 

개념을 도입,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졌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 

시스템,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그린컨벤션센터의 이미지로, 지역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 건물이다.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 지역.

위치

역사

경관
EXCO는 첨단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축물로 북측 건물은 곡면유리마감과 

복층유리, 골조 트러스의 구조미가 아름다우며, 남측 확장건물은 친환경 

건물로서 지열로 냉난방을 해결하며 태양광(222kw), 자연채광, 지광, 채광, 

빗물재활용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초점을 둔 건물이다. 

EXCO의 로고는 Exhibition과 Conven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화롭게 

결합한 것으로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EXCO는 2011년 확장으로 

한층 강화된 전시컨벤션 인프라와 더불어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고객지향적 기업으로 더욱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 

2013년 새로운 CI를 만들었다. EXCO의 ‘X’를 시계바늘(시침과 분침) 모티브로 

시간이란 가치로 표현하여 기대이상의 감동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건물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부지 43,014㎡, 건물 연면적 145,952㎡로 

총23,000㎡ 전시장과 4,200여명 수용이 가능한 컨벤션홀, 1,600석의 극장식 

오디트리움, 다양한 규모의 회의시설을 갖추어 전시회, 컨벤션, 회의 개최 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 경제의 소통공간 역할을 하는 EXCO는 기와모양 지붕의 아름다운 

선과 열주식 기둥의 멋을 살린 예술적 건축물로 한국 전통미와 현대 건축의 

기능성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역동적인 공간감을 보여준다. 

CI(Corporate Identity)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가리키며, 기업의 

정체성이 시각적 표현의 로고나 심볼(symbol)마크를 통해 나타난다.

대규모의 복합 전시문화 공간

엑스코 

      http://www.excodaegu.co.kr

      053) 601-5000

내당역

참조

1. 엑스코
2. 엑스코의 북측 건물

3. EXCO CI (2012년)
4. EXCO CI (2013년)
5. 엑스코 파사드
6. 엑스코의 남측 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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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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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역

금호강이 팔달교를 거쳐 와룡산과 사수동을 지나면서 와룡대교 아래를 지나 

간다. 강북지역과 서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성서 IC, 서대구 IC 

구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 대구 북측 관문의 상징적인 명물 교량이다. 

와룡대교는 금호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9월 건설한 후 대구시에 기부한 대구 최초의 사장교(주탑에 케이블을 경사 

지게 설치하여 이 케이블이 주탑과 상판을 연결하여 지지하는 형식)이며,  

현 와룡대교의 명칭은 금호강교, 대구 제일교, 매천대교라고도 불렸다가 

2011년 와룡대교로 제정되었다. 

금호 JCT 부근인 달성군 다사읍과 북구 관문동을 연결.

위치

역사

경관
대구 최초의 사장교인 와룡대교의 교량형식은 국내 최초 고저주탑 강합성의 

다리로(L=477m, B=32.3m, 고주탑 66m, 저주탑 36m)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700번지 일원과 북구 사수동 60번지를 잇는 교량으로 비대칭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와이어를 따라 조명을 비추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사장교(cable-stayed girder bridge, 斜張橋) : 교각(橋脚) 위에 세운 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주빔(main beam)을 지탱하도록 설계된 교량. 지간(支間) 

거리가 넓은 교량에 주로 사용되는 형식이다. 이 형식의 다리는 공법·구조이론의 

발전으로 경제적이며, 특징은 적용범위가 넓고 형태가 다양하다.

사수동(Sasu-dong, 泗水洞) :지명은 금호강과 주위 하천에 둘러싸여 큰 비가 

내리면 물에 잠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수동은 법정동이고 행정동은 

관문동이다.

북대구 진입 관문의 상징물, 대구지역 최초의 
사장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http://www.daegu.go.kr/Facility/                    

      053) 589-5827

참조

1. 와룡대교
2. 도면

3. 와룡대교 근경
4. 와룡대교 전경
5. 와룡대교의 여름
6. 와룡대교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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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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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역용연사 벛꽃길은 1968년 옥포면 옥포양조장 주인인 채상기가 용연사 가는 이 

길을 진해와 같은 벛꽃거리로 조성하고자 일본에서 벛꽃나무 묘목을 가져와 

심은 것이라고 전한다.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망경교 인근인 달성노인회관 앞부터 S-oil주유소까지로 

약 1km.

위치

역사

경관
2010년 대구의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된 이 길은 옥포 간경삼거리에서 용연사 

가는 길에 4월이면 도로 양쪽 1km 정도의 구간에 40여년 수령의 아름드리 

왕벚나무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용연사(龍淵寺) :신라 914년(신덕왕 3)에 보양화상(寶壤和尙)이 창건하였고, 

1419년(세종 1)에 천일(天日)이 중건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1603년(선조 

36)에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인잠(印岑)ㆍ탄옥(坦玉)ㆍ경천(敬天) 등에게 명하여 

중창하도록 하였다. 문화재로는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한 석조계단(石造戒壇, 보물 

제539호)과 삼층석탑(문화재자료 제28호)이 있다.

왕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높이 15m, 직경 70㎝에 달하는 장미과에 

속한 낙엽활엽교목이다. 꽃은 4~5월에 연분홍색 또는 흰색으로 핀다. 열매는 

둥글고 6~7월에 익으며 둥근 모양으로 적색에서 흑색으로 익으며 버찌(Cherry, 

벚나무의 열매) 라고 한다. 

봄이면 꽃비가 내리는 용연사 가는 길

달성군청

      http://www.dalseong.daegu.kr

      053) 668-2000

참조

1. 용연사 벚꽃길
2. 용연사 가는 길의 여름

3. 벚꽃
4. 용연사가는 드라이브 길
5. 용연사가는 길의 봄
6. 용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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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사 벚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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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역

팔공산 동화지구와 갓바위지구의 도로를 따라 수십 년 전부터 여러 종의 

수목들이 가꾸어져 있어서 2010년 대구의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되었으며, 

팔공산올레길 8코스에 포함되었다. 

동구 백안삼거리에서 파계사삼거리까지 약 18.8㎞.

위치

역사

경관
송정동에서 수태지까지 약 7.0㎞ 청단풍, 수태지에서 팔공컨트리클럽 

삼거리까지 약 4.0㎞ 왕벛나무, 팔공컨트리클럽 삼거리에서 도학교까지 1.4㎞ 

청단풍, 진인삼거리에서 갓바위관리소까지 2.0㎞ 청단풍 가로수는 팔공산 

순환도로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또한, 북측에는 팔공산의 늠름한 산세가 

자리하고 남측으로는 마을과 경작지들이 있는 내리막 지형으로 원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직선도로가 아닌 유선형의 도로로 경관이 새롭다. 이 길은 

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도보로도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팔공산 진입 

관문도로로서 팔공산의 아름다운 첫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역할이 매우 크다. 

청단풍(Acer palmatum Thunb) : 쌍떡잎식물 무환자나무목 단풍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이다. 주로 산지의 계곡에서 잘 자라며 단풍나무 가운데 잎이 좁게 

갈라져 있다. 가을에 짙은 붉은색 단풍이 드는 것을 제외하고 잎은 항상 녹색을 띤다. 

팔공산 자연의 멋이 드리워진 도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http://www.daegu.go.kr/Palgongpark/ 

      053) 982-0005

참조

1. 팔공산 순환도로
2. 순환도로의 겨울

3. 순환도로의 봄
4. 순환도로의 여름
5. 순환도로의 가을
6. 순환도로의 단풍

1

2
5

4

3

6

팔공산 순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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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결과

향후계획

향후 48선 추가로 대구경관자원 100선을 구축하여 관리·개발 및 홍보로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자한다.

도시경관 자산을 발굴·보전하기 위해 「대구 경관자원 100선」선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구·군으로부터 157점을 

추천받아 선정위원회 3회 개최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걸쳐 최종 52점(자연경관 15점, 문화경관 23점, 도시경관 

14점)을 2011년 9월 26일 선정 발표하였다.

■자연경관 : 산림 및 수변 경관자원으로 산림, 하천, 호수, 저수지, 습지 등

■도시경관 :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시가지,  교통시설, 교량, IC, 가로 등

■문화경관 : 역사문화 경관자원으로 성곽, 서원, 종교시설(경내지 포함) 등의 유형문화재, 근대건축도시시설, 기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 등

경상감영공원,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구 도립대구병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 달성 도동서원, 

달성토성, 대구 계산성당, 대구 근대문화골목,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대구 불로동 고분군, 대구 약전골목, 대구 제일교회, 

대봉동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동산동 선교사주택, 서문시장, 성모당, 신숭겸 장군 유적, 영남제일관, 월곡역사공원, 

육신사, 팔공산 갓바위, 팔공산 동화사, 팔공산 부인사

강정고령보, 대구 신천, 대구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 대구스타디움,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타워(83타워), 동대구로, 동성로, 

두류공원, 앞산전망대, 엑스코, 와룡대교, 용연사 벚꽃길, 팔공산 순환도로

가창댐, 달성 비슬산 암괴류, 달성 비슬산 참꽃, 달성습지, 대구 금호강,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대구 수목원, 반야월 연밭길, 

북지장사 가는 길, 사문진 낙조, 수성못, 앞산 고산골 공룡화석터,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팔공산, 호산동 메타세콰이아 숲길

■대구 경관자원 100선 선정위원회(제3차)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 대 성 건설환경위원회

우 형 택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최 무 혁 경북대학교 교수

김 정 숙 영남대학교 교수

이 호 영 계명대학교 교수

박    선 대구YWCA 사무총장

김 채 한 달성문화재단 이사

문 무 학 한국예총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

박 순 석 아이디어그룹 대표

조 득 환 대구경북연구원 팀장

박 재 일 영남일보 정치부 부장

이 대 현 매일신문 문화부 부장

김 연 수 행정부시장

추진개요

추진현황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선정위원 명단

목   표

■사 업 명 : 대구 경관자원 100선 선정

■추진기간 : 2011. 4 ~ 9 (6개월)

■대상지역 : 대구시 전역

■추진내용 : 대구 경관자원 선정

■자료수집(구·군) 및 심의 : 2011. 4 ∼ 5.

■후보대상 접수(157점 추천) : 2011. 6.

■1차 선정회의 개최(137점 선정) : 2011. 6. 20

■2차 선정회의 개최(83점 선정) : 2011. 6. 24

■경관위원회 자문(83점에 대한 자문) : 2011. 6. 29

■경관위원회 심의(41점 선정) : 2011. 7. 27

■3차 선정회의 개최(52점 선정) : 2011. 9. 6

대구의 도시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경관자산을 선정하여 문화·역사·도시환경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가치로 계승할만한 것들을 도시경관 관점에서 재발견하고 타 도시와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고취한다.

■선정기준

■선정방법

■대구 경관자원 100선 선정위원회(제1차)

■대구 경관자원 100선 선정위원회(제2차)

시뮬레이션 : 경관 전체 현황을 보여준 후 리커드 척도법에 따른 상·중·하 로 평가

(가산점 : 상 5점, 중 3점, 하 1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경관성 생태적 건강함, 환경적 양호함 보존성, 자연성, 진정성 등

미관성 주변과 조화, 자체 아름다움 조화성, 심미성, 연출성 등

기능성 효율, 효능, 건실함 편리성, 안전성, 관리성 등

역사성 전통, 역사, 문화적 고유함 정체성, 지속성, 문화성 등

성  명 소속 및 직위

엄 붕 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예 명 해  대구대학교 교수

이 정 호  경북대학교 교수

전 영 권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 우 철  계명대학교 교수

한 상 권  영남대학교 교수

김 경 달 사진작가협회 회장

오 동 욱 대구경북연구원 팀장

성  명 소속 및 직위

윤 재 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최 현 복  대구흥사단 사무총장

김 경 민 대구YMCA 사무총장

윤 귀 분 대구YWCA 위원

김 종 욱 허허재 문화사랑방 향토사학자

이 대 현 매일신문 문화부 부장

박 윤 규 영남일보 논설위원

대구 경관자원 52선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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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 도 출 처 쪽

망경루와 석등 1920-30년대 대구 근대역사관 54

달성토성의 여름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5

시민의 문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5

달성토성 외곽 2010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5

대구 계산동성당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6

옛, 계산성당과 시가일부 대구 근대역사관 56

문화재 표지석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7

성당 내부 2013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7

이인성나무 2013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7

김보록 신부상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7

대구 근대문화골목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8

이상화고택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8

영남대로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9

3.1만세운동길 계단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9

진골목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59

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0

옛, 옻골마을 2012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 60

안내판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1

최흥원정려각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1

보본당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1

종택 가는 길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1

약령문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2

옛, 남성로 일대 대구 근대역사관 62

표지석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3

약령시한의약박물관 표지석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3

약전골목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3

약재 2010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3

대구 제일교회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4

첫번째 성전 대구 제일교회 64

명판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5

제일교회의 겨울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5

옛, 대구 제일교회 대구 제일교회 65

챔니스 주택 대구광역시 66

옛 동산 선교사사택 대구 제일교회 66

표지석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7

블레이어주택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7

스윗즈주택 2013 장용근 67

은혜의 정원 2013 장용근 67

불로동 고분군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8

고분군의 가을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8

표지판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9

고분의 능선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69

고분군의 봄 2010 동구청 홍보전산과 69

고분군의 가을 2012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 69

서문시장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0

옛, 서문시장 1900년대 후반 대구 근대역사관 70

상징문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1

난전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1

포목점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1

성모당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2

성모당의 가을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2

표지석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3

십자가의 길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3

성모굴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3

안세화 주교상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3

신숭겸장군 유적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4

단소삼문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4

문화재 표지석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5

제 목 연 도 출 처 쪽

표충단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5

표충재와 표충사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5

담장길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5

영남제일관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6

옛, 영남제일관 1906 대구 근대역사관 76

영남제일관 현판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7

영남제일관의 야경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7

영남제일관터 표지석 2013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7

대구부수성비와 영영축성비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7

월곡역사공원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8

옛, 월곡역사공원 달서구 도시관리과 78

표지석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9

낙동서원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9

덕양재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9

월곡우배선동상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79

육신사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80

육신사 전경 달성군 기획감사실 80

육신사 현판 2010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81

기념비 2010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81

달성 태고정 2010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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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관 및 담당부서

제 목 연 도 출 처 쪽

대구미술관 2013 장용근 99

대구오페라하우스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0

오페라하우스의 야경 2007 북구청 전략사업팀 100

안내사인물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1

이병철 선생 동상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1

오페라하우스 내부 2012 장용근 101

동대구로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2

동대구로의 야경 2009 동구청 도시디자인과 102

동대구로의 겨울 2011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103

동대구역 고가교 2009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3

동대구로 전경 2003 동구청 홍보전산과 103

동대구로의 가을 수성구청 홍보소통과 103

동성로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4

공공디자인 사업 전의 거리 2007 중구청 도심재생지원단 104

근대시대의 동성로 대구 근대역사관 104

남장대마당 2010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5

동성로의 야경 2010 대구광역시 105

야외무대 2009 대구광역시 105

진동문 표지판 2010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5

두류공원 대구광역시 106

두류공원 전경 2003 대구광역시 106

표지석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7

문화예술회관 대구광역시 107

성당못 대구광역시 107

타임폴 잔디마당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7

앞산전망대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8

앞산전망대 공사전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8

앞산전망대의 여름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9

앞산전망대의 야경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9

앞산전망대 근경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9

앞산전망대와 시가지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09

엑스코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0

엑스코의 북측 건물 2010 북구청 기획홍보실 110

엑스코 파사드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1

엑스코의 남측 건물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1

와룡대교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2

와룡대교 근경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3

와룡대교 전경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3

와룡대교의 여름 전영권 113

와룡대교의 야경 2011 달성군 도시시설과 113

용연사 벚꽃길 2011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4

용연사가는 길의 여름 2009 대구광역시 114

벚꽃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5

용연사가는 드라이브 길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5

용연사가는 길의 봄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5

용연사 2010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5

팔공산 순환도로 2012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116

순환도로의 겨울 대구광역시 116

순환도로의 봄 2012 장용근 117

순환도로의 여름 2010 전영권 117

순환도로의 가을 2006 대구광역시 117

순환도로의 단풍 2012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 117




